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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훈

攝心섭심∙ 信實신실∙ 慈愛자애∙ 度世도세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

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

로 한다.

Foundational Spirit

The foundational spirit of Dongguk University is summed up in three educational goals : to build 

up one's character based on the Buddhist virtues ; to make the nation, mankind, and nature 

full of wisdom and benevolence ; and to realize the ideal society in which people can trust and 

respect each other.

교육목적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

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Educational Purpose

Following the foundational spirit, the University aims at making the Buddhist spirit and the Korean 

culture known worldwide, and further at cultivating persons of talent with leadership skills, who 

will devote themselves to realizing ideals of the nation and mankind by researching and teaching 

academic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 methods.

교육목표

 ∙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도덕적 현대인

 ∙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 창조적 지식인

 ∙ 고도기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진취적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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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5.  8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구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신교육을 위한 중앙교육기관으로서 당시의 

원흥사(구 창신국민학교 위치)에 전문학교정도의 明進學校를 설립 개교하다.

1910.  4. 명진학교를 佛敎師範學校로 변경하다.

1914.  7. 전국 30 본산주지총회 결의로 불교사범학교를 佛敎高等講塾으로 변경하다.

1915. 11.  5 中央學林으로 개칭하고 구 북관왕묘지(명륜동 1번지)로 이전하다.

1919.  9. 30 中央學林이 3･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다.

1922. 12. 30 전국 31본산 주지대표들이 중앙학림 재건을 결의하다.

1924.  3. 27 전국사찰에서 601,425圓을 기부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다.

1928.  3. 31 佛敎專修學校설립허가를 얻어 동년 4월 30일에 개교하다.

1929.  3.  1 전국사찰에서 400,000圓을 증자하다.

1930.  4.  7 불교전수학교를 中央佛敎專門學校로 승격 개편하다.

1940.  6. 19 중앙불교전문학교를 惠化專門學校로 개칭하고 佛敎科･興亞科를 설치하다.

1944.  5. 惠化專門學校가 제2차세계대전 말기 일제의 학교정비방침에 따라 강제폐교되다.

1945. 10. 27 조국광복과 더불어 惠化專門學校를 개교하다.

1946.  9. 20 東國大學으로 승격 개편하여 불교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로 편제된 문학부를 설치

하고 주･야간 전문부를 두다.

1947.  9. 대학본부를 명륜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고, 정치학과, 경제학과로 편제된 정경학부를 증설

하다.

1949.  4. 정경학부에 법학과를 신설하다.

1949. 11.  8 전국 30본사 사찰임야 16,310정보를 기부받다.

1951.  9. 6･5사변 중 1･후퇴로 인하여 부산시 신창동 임시 교사에서 개강하다.

1952.  5. 경기도 양주군 묵동 소재 토지 32,519평을 매입하여 실험농장으로 지정하다.

1953.  2.  6 종합대학교인 東國大學校로 승격 개편하고, 불교대학(불교학과･철학과), 문과대학(국어국

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 법정대학(법학과･정치학과･경제학과), 농림대학(농학과･
임학과), 대학원(석사학위과정 : 불교학과･영문학과･정치학과 개설)을 신설하다.

1953.  7.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소재 임야 220정보를 연습림으로 지정하다.

1953.  9. 부산에서 서울 本校舍로 복교하여 10월 개강하다.

1954.  2.  1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로 편제된 이학부를 신설하다.

연혁

DongGuk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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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6. 15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 불교학과･영문학과를 개설하다.

1956. 12. 30 명진관(석조관) 1,462평을 준공하다.

1957.  4.  1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국문학과･정치학과･법학과･경제학과를 개설하다.

1957. 11.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소재 임야 491정보를 매입하여 연습림을 확장하다.

1958.  5. 15 과학관 876평을 준공하다.

1958. 12. 30 대학본부 2,260평을 준공하다.

1959.  1. 20 법정대학에 상학과(30)･경영학과(30)를 신설하다.

1960.  2. 20 연극학과(30), 행정학과(30), 농림경제학과(30)를 신설하다.

1960. 11. 25 4･9의거 당시 산화한 선배들을 추모하고, 제일 선두에서 의거를 이끌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우탑을 건립하다.

1961.  2. 27 농림대학에 식품공학과(20)를 신설하다.

1962.  1. 30 교수연구회관 1814평, 도서관 2,518평을 준공하다.

1962.  3.  1 농림대학에 응용미생물학과(30)를 신설하다.

1962. 12. 29 통계학과(20)를 신설하고, 정치학과를 정치외교학과(20)로, 응용미생물학과를 응용생물학

과(30)로, 연극학과를 연극영화학과(20)로 변경하다.

경찰행정학과(30)를 신설하다.

1963. 12. 31 불교대학에 인도철학과(20)를 신설하다.

1964.  3.  1 동국역경원을 부설하다.

1964.  4. 교정에 청동불상을 건립하다.

1965.  8. 12 은석국민학교를 인수하다.

1965.  9. 30 공학관(당시 교양학부) 1,339평을 준공하다.

1966.  5. 명일동 소재 토지 20,459평을 매입하여 실험농장을 이전하다.

1966. 12. 30 산업대학을 신설하여 자동제어공학과(30), 도시공학과(30), 위생공학과(30), 연료공학과

(30), 구축공학과(30)로 편성하고, 농림대학의 식품공학과(35)를 이에 전편하다.

1966. 12. 30 재단법인 체성회로부터 흥국중･고등학교를 인수하다.

1967.  2. 15 흥국중･고등학교를 동국중･고등학교로 개칭하다.

1967.  3.  1 행정대학원을 신설하다.

1967.  6. 학교법인 대성학원 합병에 따라 전북 김제시 금산중･상업고등학교를 인수하다.

1967. 10. 18 학교법인 명성학원으로부터 명성여자중･고등학교를 인수하다.

1967. 12.  5 산업대학에 공업관리학과(25), 수자원공학과(30)를 신설하다.

1968. 12. 26 사범대학을 신설하여 국어교육과(30), 사회교육과(30), 과학교육과(30), 수학교육과(25)를 

신설하다.

1969.  2. 교양교육관(원흥 2관) 1,093평을 준공하다.

1969. 12. 27 산업대학을 공과대학으로 개편하고 체육교육과(30)를 신설하다.

1970.  3.  1 대운동장 4,993평을 준공하다.

1970. 12. 30 불교대학에 미술학과(30)를 신설하다.

1971.  2. 10 학생회관 1,415평을 준공하다.

1971.  9. 혜화관 3,625평을 매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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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12. 31 승가학과(20), 전자계산학과(40), 가정교육과(30)를 신설하다.

1972.  1.  4 전자계산소를 부설하다.

1972.  9. 13 재단법인 표충학원 합병에 따라 경남 밀양 홍제중학교를 인수하다.

1972. 10. 13 일본 구택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73. 12. 20 학림관 2,271평을 준공하다.

1974. 12. 31 실내체육관 1,032평을 준공하다.

1975.  2. 20 전자계산원을 설립하다.

1975.  9.  4 미국 Maine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75. 12. 30 교육학과(30), 국사교육과(40)를 신설하다.

1978.  1. 11 법정대학에 도시행정학과(40)를 신설하다.

1978.  5.  5 다향관 544평, 전자계산소(현 박물관) 301평, 금강관 403평을 준공하다.

1978. 10. 실습농장을 원당면 식사리로 이전하다.

1978. 10.  7 법정대학에 사회개발학과(야40)를 개설하고, 경주분교에 경영학과(40), 무역학과(40), 경

제학과(40), 국사학과(40), 국어국문학과(40), 영어영문학과(40), 일어일문학과(40), 한의

예과(40), 불교미술학과(40), 회계학과(40)를 신설하다.

1980.  5.  2 日本大正大學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80.  5. 30 경주대학의 원효관 16,817㎡ 를 준공하다.

1980.  7. 24 미국 East Washington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80.  8. 31 과학관 719평을 증축하다. 계산관 109평을 준공하다.

1980. 10.  2 문리과대학에 독어독문학과(30), 일어일문학과(30)를 신설하다.

1981.  2. 28 경주대학에 한의학관 6,730.67㎡ 를 준공하다.

1981. 10. 31 경주대학에 금장학사(남학생 기숙사) 7,148㎡ 를 준공하다.

1982. 12. 31 동국관 5,151평을 준공하다. 경주대학에 도서관 12,001㎡ 를 준공하다.

1983.  9.  8 경주대학에 관광경영학과(40), 고미술사학과(40)를 신설하다.

1983. 11. 계산고시학사 296평을 준공하다.

1983. 11. 29 동국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을 경주에 개원하다.

1984.  6. 10 경주 교직원아파트 3,340㎡ 를 준공하다.

1984. 10.  5 정보관리학과(35)를 신설하다. 경주대학을 문리과대학･법경대학･한의과대학으로 개편하여 

경주캠퍼스로 개칭하다. 경주캠퍼스에 전자계산학과(40), 법학과(야40)･경영학과(야40)를 

신설하다.

1985.  1. 31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5,346㎡ 를 준공하다.

1985.  4. 30 경주캠퍼스 문무관(실내체육관) 3,346㎡ 를 준공하다.

1985.  8. 강원도 양양에 동해낙산학사 468평을 준공하다.

1985. 11.  5 경주캠퍼스에 불교학과(30), 철학과(30), 의예과(50)를 신설하다.

1986.  9. 10 경주캠퍼스 운동장을 준공하다.

1986. 11.  6 사회개발학과(40)를 사회학과(40)로 변경하다. 경주캠퍼스에 불교아동학과(50)를 신설하

고, 환경조경학과(60)를 조경학과(60)로 변경하다.

1986. 12. 원흥1관 1,409평을 증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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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2. 13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at L.A)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87.  2. 28 경주캠퍼스 진흥관 7,809.12㎡ 를 준공하다.

1987.  7. 16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87.  8. 15 본교 1회 졸업생인 만해스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정에 만해시비를 세우다.

1987. 10. 23 예술대학을 신설하여 문과대학의 연극영화학과(30)와 불교대학의 미술학과(50)를 이에 전

편하다.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개편하고, 법과대학에 법학과(80)를, 

사회과학대학에 정치외교학과(40)･행정학과(40)･경찰행정학과(40)･사회학과(40)를 편제

하다. 경주캠퍼스에 생물학과(50)･화학과(50)를 신설하다.

1988.  2. 22 日本佛敎大學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88.  6. 21 장충동소재 재향군인회관 부지(2,454평) 및 건물(631평)을 매입하다.

1988. 10.  1 포항기독병원(2,303평)을 인수하여 378병상 규모의 의과대학 포항병원을 개원하다.

1988. 10. 29 경주캠퍼스에 사회복지학과(40), 산업안전공학과(40), 정보관리학과(40)를 신설하다.

1989.  3.  1 교수연구년제도를 시행하다.

1989.  8.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강의동 6,207.59㎡ 를 준공하다.

1989.  9. 20 독일 SPEYER행정대학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89. 10. 28 국사교육과(40)를 역사교육과(40)로 변경하다.

1989. 11.  6 프랑스 파리Ⅲ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89. 12. 만해광장 1,185평을 준공하다.

1990.  6. 12 경주캠퍼스 금장학사(여학생기숙사) 4,034㎡ 를 준공하다.

1990. 10. 16 경주캠퍼스에 생화학과(30)를 신설하다.

1991.  7.  5 세계대학 학술전산망(BITNET)을 개통하다.

1991.  7. 소련 쉐프킨예술대학, 모스크바상업대학,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1.  9.  7 경주캠퍼스 의학관 6,477㎡ 를 준공하다.

1991. 10. 22 기계공학과(60)를 신설하고, 전자계산학과(120)를 컴퓨터공학과(120)로 변경하다. 경주캠

퍼스 의과대학 부속 경주병원(322병상 규모 18,824.53㎡ )을 개원하다.

1992.  2. 27 日本龍谷大學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2.  7. 미국 Hawaii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3.  7. 中國南京大學校, 靑華大學校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3.  8. 16 경주캠퍼스에 자연과학관 9,752.5㎡ 을 준공하다.

1993.  8. 31 동국전산망(DAIS)을 구축하다.

1993.  9.  3 북한학과(야40), 전산통계학과(야50), 반도체과학과(야40)를 신설하고, 임학과를 산림자원

학과(30)로 변경하다.

1993. 10. 27 태국 스리나카린위로트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4.  7. 29 중국 북경소재 중앙희극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4.  9.  7 중어중문학과(야50), 전산과학과(야50), 신문방송학과(야50), 광고학과(야50)를 신설하다. 

농과대학을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개편하고, 농학과(30)를 식물자원학과(30)로, 농업생물

학과(30)를 응용생물학과(30)로, 농업경제학과(30)를 생명자원경제학과(30)로 변경하다. 

전산통계학과(야50)를 통계학과(야50)로 변경하다. 경주캠퍼스에 음악계 국악과(5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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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40), 국제관계학과(40)를 신설하다.

1996.  3.  4 학술문화관 17,768.7㎡ 을 준공하다.

1996. 10. 11 한의과대학 부속 분당한방병원을 개원하다.

1996. 10. 24 아시아지역학부(야60)를 신설하다. 경주캠퍼스 의과대학에 간호학과(50)를 신설하다.

1996. 11. 대만 문화대학, 일본 삿뽀로학원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6. 12. 일본 오사카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  1. 중국 북경광파학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  4. 24 일본 大谷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  6. 호주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 北京廣播學院(Beijing 

Broadcasting Institute), 인도 Jawaharlal Nehru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  9.  3 몽골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 10. 22 경주캠퍼스 영산관(국악관)을 준공하다.

1997. 11. 14 키르기스탄 Kyrgyz State National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8.  2.  9 부속 유치원 1,487.24㎡ 를 준공하다.

1998.  2. 17 중국 上海師範大學(Shanghai Teachers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8.  4.  1 일본 花園大學(Hanazono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8.  5. 13 동국대학교헌장을 공표하다.

1998.  6.  3 중국 東北師範大學(Northeast Norma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8.  6. 19 영국 University of Exeter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8. 10.  7 뉴질랜드 Lincoln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9.  2. 27 서울캠퍼스 정보문화관 6,928㎡ 를 준공하다.

1999.  2. 27 서울캠퍼스 상록원 4,109㎡ 를 준공하다.

1999.  3. 18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9.  7.  1 행정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다.

1999.  7.  5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SRC),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ERC)가 한국과학재단 우수연

구센터로 선정되다.

1999. 11. 11 논현동에 강남한방병원(4,966.25㎡ , 70병상)을 개원하다.

1999. 12.  9 교육부 두뇌한국21(BK21) 인문사회분야에 불교학과의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이 선정

되고, 핵심분야에서 전자공학과, 화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연극영화학과 사업

팀이 선정되다.

2000.  1. 20 일본 큐슈산업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0.  9. 21 서울지방경찰청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1.  5. 7 개교 95주년 기념으로 교정에 코끼리상을 제막하다.

2001.  5. 29 중국 천진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1.  6. 18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1.  7. 16 4년 연속(1998~200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로 선정되다.

2001. 11. 중국 연변대학, 영파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2. 12.  3 중앙도서관 신관을 준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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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1 중앙대 필동병원 부지를 매입하다.

2004.  6. 12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로 명칭 변경하다.

2005.  1. 27 서울 중구청과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운영 협약을 체결하다.

2005.  2. 23 구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한 만해관을 준공하다.

2005.  3. 명성여자중･고등학교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고등학교로 교명 변경하다.

2005.  5.  6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협약을 체결하다.

2005.  6. 29 일산 동국대병원+한방병원 진료 개시식을 갖다.

2005.  6. 4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다.

1.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대학특성화사업’에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과 “통합인문학 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이 선정되다.

2. 산업자원부 ‘2005년도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에 “RFID(전자태그) 기반의 상품 라이프사

이클 물류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이 선정되다.

3. 과학기술부‘2005년도 신규 우수연구센터-기초의 과학연구센터(MRC)’에 “심혈관계질환 

천연물 개발연구센터”가 선정되다.

4. 보건복지부 ‘2005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사업’에 본교 사업단이 선정되다.

2005.  7.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주)싸이더스와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다. 국립극장

과 협약을 체결하다.

2005.  9. 27 일산불교병원 개원식을 갖다.

2005. 10.  8 필동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다.

2005. 10. 17 부설연구기관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과 생태환경연구센터를 신설하다.

2005. 11. 3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산학협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다.

2005. 12. 28 불교문화연구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에 선정되다.

2006.  2.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다.

정보통신부 시행 NEXT 사업에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공과대학 전

자공학과가 선정되다.

2006.  3.  1 학부 입학정원을 65명 감축하다.

모집단위를 변경하다. (경영대학 경영학부 광고홍보학전공 →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학과(전공) 명칭을 변경하다. (생물학과 → 생명과학과, 토목환경공학과 → 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 모집단위내 전공을 통합하다. (경영정보학부 정보관리학전공과 e-비지니스전공 

→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과 정보시스템 전공 → 산업시

스템공학과)

2006.  3. 15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의향서를 교환하다.

2006.  3. 17 100주년 기념법회를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합동으로 봉행하다.

2006.  3. 27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6.  5.  8 건학 100주년 기념식을 갖다. 동국백년개막식을 갖다.

2006.  6. 14 혜화문 주변‘걷고 싶은 거리’를 준공하다.

2006. 10.  2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다.

2006. 10. 24 동국백년타임캡슐 봉안식을 거행하다. (2106년 5월 8일 개봉예정)

2006. 10. 25 (주)임젠과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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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7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다.

2006. 11. 16 불교방송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7.  1. 15 사립학교법령 및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개정에 따라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다.

2006.  3. 15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의향서를 교환하다.

2006.  3. 17 100주년 기념법회를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합동으로 봉행하다.

2006.  3. 27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 교직원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시설물의 상호 

이용, 국제협력사업 공동 수행 등)

2006.  4. 26 ‘동국의 건학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다. (동국대학교 100주

년 기념사업회와 불교문화연구원)

2006.  4. 27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에 영배스님을 선임하다.

2006.  4. 26 시화전 <百年의 만남>展을 개최하다.(건학 100주년 기념사업본부)

2006.  5.  1 미당 서정주 시인의 미리쓴 동국백주년 기념축시를 공개하다.

2006.  5.  2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다.

2006.  5.  4 동국백년전을 5월 31일까지 개최하다.

2006.  5.  8 건학 100주년 기념식을 갖다.

동국백년개막식을 갖다.

2006.  5. 25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다.

2006.  6. 14 혜화문 주변 ‘걷고싶은 거리’를 준공하다.

2006.  6. 28 '경북 해양 신소재개발 역량강화 및 심층수 신산업 발굴사업'으로 2006년도 지역혁신특성화

사업(RIS)에 선정되다. (43억2천만원/3년)

2006.  7.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다.(25.6억/1년)

2006. 10.  2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다.

2006. 10. 24 동국백년타임캡슐 봉안식을 거행하다. (2106년 5월8일 개봉예정)

2006. 10. 25 (주)임젠과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다.

2006. 10. 27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다. (88억/3년)

2006. 11. 16 불교방송(BBS)과 교류협력사업 협정을 체결하다.

2006. 12. 1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제16대 총장으로 오영교 前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출하다. 

(임기 : 2007.3.1~2011.2.28)

2007.  1. 15 사립학교법령 및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다.

2007.  3.  1 경영전문대학원을 개원하다.

2007.  3. 13 대학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108프로젝트’ 선포식을 거행하다.

2007.  4.  1 경영부총장제도 신설 및 본부제, 팀제 도입 등 직제를 개편하고 교책연구기관을 신설하다.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캠퍼스마스터플랜건설본부를 폐지하다.

2007.  4.  5 불교TV(BTN)와 교류협력사업 협정을 체결하다.

2007.  5.  7 건학 101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2007.  8. University of Kansas(미국)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7.  9. University of London (SOAS, Goldsmith College)(영국), Bath Spa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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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영국), Technical University of Ostrava(체코), Oxford Center for Buddhist 

Studies, Oxford University(영국)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체코 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협정을 체결하다.

2007. 10. Illinois State University(미국),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노

르웨이), Indian Institute of India-Mumbai(인도), 북경대(중국)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7. 12.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미국)와 복수학위 협정을 포함한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8.  2.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미국), Hogeschool Zeeland (네덜란드), 하얼빈 

공과대(심천캠퍼스) (중국)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8.  3.  1 학부 입학정원을 110명 감축하다. 

모집단위를 변경 하다. (철학, 윤리문화학, 독어독문학과를 철학･윤리･문화학부로 통합, 

이과대학 생명과학과를 공과대학 바이오학부 소속 전공으로 이동, 사회과학부를 정치행정학

부, 경제통상학부, 사회･언론정보학부로 재편,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를 영상미디어대

학으로 편제 이동,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통상학전공을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소속 

전공으로 이동, 생명과학대학을 바이오학부와 식품과학부로 재편하고 바이오학부 의생명공

학전공을 신설, 공과대학과 정보산업대학을 공과대학으로 통합하고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전공을 IT학부로 재편, 영상미디어학부를 영상미디어대학으로 신설)

학과(전공)명칭을 변경하다.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과학대학, 영어영문학전공→영어문

학전공, 독어독문학과→독어문화학전공, 산림자원학과→환경생태공학전공, 식품자원경제

학과→식품산업시스템전공, 생명･화학공학과→화공생물공학과)

2008.  3. 26 University of Babes-Bolyai (루마니아)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8.  4. Hokuriku University(일본), Ritsumeikan University(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포함)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8.  5.  7 건학 102주년 기념행사 및 새 UI 선포

2008. 11. 29 이해랑 예술극장 개관

2009.  3.  1 학과(전공) 명칭을 변경하다.(명칭변경 : 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시스템대학, 기계공학과 

→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009.  3.  1 의학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을 개원하다.

2009.  3.  1 서울캠퍼스 학제를 개편하다.(명칭변경 : 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시스템대학, 기계공학과 

→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009.  3.  9 DULA(Dongguk University Los Angeles)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다.

2009.  3.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UC San Diego(미국)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다.

2009.  4. Anna University(인도),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대만)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다.

2009.  5. 1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다.

2009.  5. University of Clarion, Thiel College(미국), College of Zhuhai University(중국)와 교환

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다.

2009.  6.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 선도대학‘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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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1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되다.

2009.  7.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선정되다.

2009.  7. 2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5대 이사장에 정련스님 취임.

2009.  7. Mahidol University(태국)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다.

2009.  8. 17 일산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을 거행하다.

2009.  8. University of Botswana(아프리카)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다.

2009. 11. 25 한국표준협회 주관 ‘2009년 국가 품질 경영대상’ 교육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다.

2009. 12. ‘200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다.

2009. 12. Hindustan University(인도)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다.

2010.  2. 26 일산캠퍼스에 약학대학 설립 인가

2010.  3.  1 모집단위를 통합하다.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전공을 불교학부로 통합, 식물생명, 환경생태

공학을 바이오환경과학과로 통합, 전자공학, 전기공학과를 전자전기공학부로 통합)

모집단위를 변경하다. (바이오시스템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산업시스템전공 → 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바이오학부 생명과학 → 생명과학과, 바이오학부 의생명공학 → 의생명

공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 식품생명공학과, IT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학과(전공)명칭을 변경하다.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 멀티미디어공학과)

2010.  5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 사업’ 선정

2010.  6. 10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

2010.  8. 25 문과대, 일본 고치(高知)대학교 인문학부와  학생교류협정 체결

2010.  8. 27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 A등급  획득

2010.  9 레바논국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제41회 전국대학축구추계연맹전’ 우승 

2010.  9.  4 한국가스공사와 산학협력 체결

2010.  9. 13 2010년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  종합10위(전국 149개 대학 대상)

2010. 10 미국 뉴멕시코 대학, 미주리 대학,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0. 10 일반대학원약학과 및 정보나노공학과신설, 경영전문대학원 Pharm-MBA신설, 경찰사법대

학원신설

2011.  3.  1 약학대학 약학과를 신설하다.



교육과정해설

구성

단과대학별 최저이수학점

교양과목

대학전공기초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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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양과목은 기초교양과목, 

핵심교양과목, 학문기초과목, 일반교양과목으로, 

전공과목은 기초교육과목과 전문교육과목으로 구

성된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이외에 자유로이 선택

하여 이수하는 과목을 자유선택과목이라 한다.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소속대학 및 학과별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수가이드에 안내되어있는 내용

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과대학별 최저이수학점

1) 적용대상 : 2011학년도 입학생 및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2011학년도에 1학년으로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

2) 유의사항 : 전공과목의 경우, 3,4학년의 전문교

육과목을 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이수하여야 함

구   분
불교
대학

문과
대학

이과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경영
대학

바이오시
스템
대학

공과
대학

사범
대학

영상
미디어
대학

예술
대학

약학
대학

교

양

기초교양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2

핵심교양 12 12 12 12 12 12 12 0 12 12 12 0

학문
기초

외국어 6 6 - 6 6 6 0 -
6
(0)

- - 0

대학
(학과)

- - 14-24 - - - 12-20
36
(36)

0
(8)

0
(24)

- 0

전

공

단일전공자 45 60 58 78 45 60 57
60
(74)

54
54
(60)

54 169

복수
전공
자

주전공 36 36 36 51 36 45 36
60
(57)

42
36
(45)

36 -

복수전공 36 36 36 51 36 45 36
60
(57)

42
36
(45)

36 -

졸업학점 120 130 130 130 120 120 130 130 130 130 130 171

※ 공과대학 ( )는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 )는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영상미디어대학 ( )는 멀티미디어공학과임. 

※ 체육교육과는 학문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약학대학은 기초교양 자아와명상(Ⅰ, Ⅱ), 불교와인간 반드시 이수.

교육과정해설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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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목

￭ 교양교육의 목적

세계와 인간 및 자연의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과, 외국어 사용 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추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치있는 역

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성과 덕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한다.

￭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구체

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및 불교학적 소양 함양

2) 과학적 사고 능력 함양

3)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함양

4) 의사소통 능력 함양

5) 공동체에 기여하는 책임감과 리더십 함양

￭ 교양교육을 통한 함양 능력

교양교육의 목표와 연계되는 14개의 함양능력을 제

시하고, 교양 교과목에서 설정한 함양능력의 달성이 

교양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양 교육을 통한 함양능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

는 능력

2)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3) 고전적 사유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

는 능력

4) 정량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5)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6) 현대 사회에 필요한 기본 과학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견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8) 창의적인 견해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

9) 국제어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

는 능력

10)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11)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토의할 수 있는 능력

12)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

13)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능동적 협력을 이끌

어내는 능력

14)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교양교육과정의 구성

1) 기초교양 

기초교양은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과목과 대학교

육의 공통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 성격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 학문적 의사소통 능

력 강화를 위한 기초과목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

력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핵심교양

핵심교양은 지성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

식과 통찰력을 배양하여 학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제적 교과목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4개 영

역으로 편성되었다.

  가. 자율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교과목 : 특정 

분과 학문의 특정 지식보다 상위에 놓이는 계

열 학문 또는 일반 학문 분야의 학문 수행 방법

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교과목.

  나. 지식 생산 기술을 체득시킬 교과목 : 구체적인 

주제 탐구나 실제 자료 분석의 경험을 통해 해

당 학문 계열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거나 부상

하고 있는 지식 생산의 기술, 공정, 환경을 체

득하도록 유도하는 교과목.

  다. 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킬 교과목 : 학문 

분과 간의 장벽을 넘어 통합적 사고 능력 함양

에 역점을 두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또는 통학과간(trans-disciplinary) 성격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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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지구적 동시대성을 갖춘 교과목 :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 보편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동시대 한국 및 세계에서 적합성

과 시의성이 뚜렷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

  마. 민주 시민의 의식과 소양을 육성할 교과목 :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과 민주 사회의 구성원

에게 요구되는 도덕 의식, 심미적 판단력, 생

태학적 감각, 그리고 이에 기여하는 불교적 세

계관을 육성할 교과목.

  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향상

시킬 교과목 : 과학 및 기술의 역사에 대한 이

해력과 동시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아울러 향상시키고 과학 및 기술 발전이 수반

하는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

고력을 증진시킬 교과목

￭ 학문기초

학문기초는 개별 분과 학문 또는 계열 학문의 기초

를 이루어 전공 이수에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학문기초 교과목은 주로 개론적 교

과목 또는 기초 지식, 실험, 훈련 교과목으로 분과

학문에 입문학기 위한 선 이수 성격의 기초교과목

들이다. 

￭ 일반교양

일반교양은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지

식과 사고능력을 함양하기위한 교과목 들이다.

￭ 자기개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취업, 리더쉽, 여성관련 강좌 등 다양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들이다.

￭ 교양과정 영어 트랙

교양과정 영어트랙은 교육의 국제화 및 글로벌 인재육

성을 위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양교육과정 최저

이수학점을 영어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기초교

양과 핵심교양 중심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이다.

교양과정 영어 트랙은 별도의 이수체계로 운영 된다.

 대학전공기초과목

대학전공기초과목은 개별 학문 또는 계열 학문의 기

초를 이루어 전공 이수에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필수 이수를 권장하는 성격의 과목들이다.

 전공과목

￭ 전공과목 편성원칙

1) 전공과목은 각 학문의 교육목표, 관련학문의 발

전동향, 졸업생의 진로, 교과목간의 균형 및 연계

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2) 전공과목은 각 전공 및 학과의 고유한 학문적 체

계를 유지하면서 인접 관련학과간의 유기적인 협

력과 통합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

생의 선택기회가 확대되도록 편성하였다. 

3) 전공과목은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간의 학

문적 연계성과 발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다.

￭ 전공과목의 구성

1) 기초교육과목

1,2학년과정에 개설되는 전공 및 학과 기초적인 성

격의 교과목이다. 3, 4학년의 전문교육과목을 성공

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전공을 탐색

하는 데에도 필요하므로 폭넓게 이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전문교육과목

심화된 전공분야를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3,4학년의 

고학년 과정에 학년 구분 없이 개설된다. 3, 4학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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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복수전공 및 조기

졸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전공필수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

전공 이수자는 전공필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4) 전공교육과정의 다양한 강좌형태

가. 세미나 강좌 : 일방적인 전달식의 교수법이 아닌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는 강좌를 말하며, ‘세미나’라고 비고란에 표기

되어 있다.

나. 외국어강의 강좌 :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감각의 고양과 선진이론의 효율적인 습득을 위

하여 외국어로 강의하는 강좌를 말하며, ‘영어 

강의’ 등으로 강의언어명이 표기 되어 있다. 

다. 현장학습 강좌 : 학문의 실용성과 현장성을 증진

하기 위하여 강의실 안에서만의 이론수업이 아

닌 시사성 있는 전공 관련의 현장학습 강좌가 개

설되며, ‘현장학습’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라. Team Teaching 강좌 : 복수의 전공 및 주제를 

교차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를 말하며, ‘팀티

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마. 계절학기 강좌 :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강좌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

으로 학기중에 이수치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방

학중에 개설하는 강좌를 말한다.

￭ 이수기준 및 방법

1) 전공최저이수학점

졸업을 위한 전공최저이수학점을 말하며 필요한 학

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전공만을 이

수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시 보다 전공최저이수학

점이 상향 설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한다.

2) 학년별 교과목 이수기준

전공교육과정 중 3,4학년에 개설된 전문교육과목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체계적인 이수방법

코스카탈로그에 안내되어 있는 이수방법은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전공교육과정 이수와 학습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해 특히 필요한 내용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자유선택과목

자유선택과목은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이외에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하며, 교육과정으로

는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이 있다.

￭ 교직과목

사범대학 학생은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이수자

격을 갖게 되며, 교직이 개설된 비사범대학 학과 소

속인 학생은 2학년 재학기간 중 소정의 신청서를 제

출하여 선발되어야 이수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과목

평생교육법(구 ‘사회교육법’)에 의거 각 평생교육단

체,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활동의 기

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이다. 2학년부터 신청기간에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모두 이수할 수 있으

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교양교과목

기초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

일반교양

자기개발

교수소개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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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양

￭ 기초교양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양
12학점

RGC 0001
RGC 0002
RGC 0003
RGC 0004

 

RGC 0005

RGC 0008
RGC 0009
RGC 0011
RGC 0012
RGC 0013
RGC 0014
RGC 5007
RGC 5008
RGC 5009
RGC 5010
RGC 5011
RGC 5012

자아와 명상Ⅰ
자아와 명상Ⅱ
불교와 인간

작문과 발표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English ReadingⅠ
English ReadingⅡ
Basic English Reading

고전 세미나

English ConversationⅠ
English ConversationⅡ
Focus on Reading

Paragraph and Essay Writing

Public Speech

Intensive and Extensive Reading

Integrated English Writing

Debate on English Cultures

0

0

2

3

3

1

1

0

3

2

2

2

2

2

2

2

2

-

-

2

3

3

-

-

-

3

-

-

2

2

2

2

2

2

1

1

-

-

-

2

2

2

-

4

4

-

-

-

-

-

-

P/F

P/F

공과대학(건축학전공이수) 및 

영상미디어대학(영화영상

학과 이수) 제외

공과대학(건축학전공제외) 및 

영상미디어대학(영화영상

학과 제외) 이수

P/F

영어트랙 강좌

영어트랙 강좌

영어트랙 강좌

영어트랙 강좌

영어트랙 강좌

영어트랙 강좌

￭ 이수방법

1) 기초교양에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

다. 단, ‘작문과 발표’ 교과목은 공과대학(건축학 

전공 제외), 영상미디어대학(영화영상학과 제외) 

이외의 모든 전공(학과)이 이수하고,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교과목은 공과대학(건축학 전공 제

외), 영상미디어대학(영화영상학과 제외)만 이수

한다.

2) 영어 과목은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각 영역별 교양교과목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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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역사와

철학
1-2

COR 1002
COR 1003
COR 1006
COR 1007
COR 1008
COR 1014
COR 1015
COR 1017 
COR 1020
COR 1021
COR 1022
COR 1023
COR 1024
COR 1025
COR 1026
COR 1027
COR 1028
COR 1029
COR 1030

영상으로 본 동양사

바다에서 본 동아시아의 역사

현대철학과 불교사상의 대화

인도학과 오리엔탈리즘

원효와 퇴계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역사와 현재, 미래의 만남

동서철학과 현대인의 삶

삶과 죽음의 철학

한민족 역사와 해석의 프리즘

이미지와 한국학

Language, Mind and Psychology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Exploring Langage

현대민속학의 세계

경제와 철학, 스미스에서 들뢰즈/가타리까지

지의 원천

정의란 무엇인가(윤리적사유)

신화학의 이해

행복론-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가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사회와

문화
1-2

COR 2003
COR 2014
COR 2015
COR 2018
COR 2020
COR 2021
COR 2023

COR 2024
COR 2026
COR 2028
COR 2029
COR 2030
COR 2031

COR 2032
COR 2033
COR 2034
COR 2035
COR 2036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글로벌세계의 문화와 소통

결혼과 가족

세계경제의 이해

글로벌 시대의 대중문화

관광과 문화

Law and Film(American Legal Culture in 

Court Movies)

Social Changes in the East Asia

Exploring  Leadership

현대사회와 전통문화

인도사회와 불교

국제협력과 글로벌라이제이션

Writing Trans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in English

지식, 권력, 공동체

패션과 사회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행복한 소비문화 만들기

중국문화기행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등급 이수면제과목 비고

A

1-500등
Focus on Reading / 

Intensive and Extensive Reading 이수면제

레벨테스트 미응시자는 
C로 구분함

501-1000등
Focus on Reading / 

Intensive and Extensive Reading 이수

B

Basic English Reading 이수면제

English Reading I, Ⅱ /
English Conversation I, Ⅱ 이수

C
Basic Egnlish Reading, English Reading I, Ⅱ /

English Conversation I, Ⅱ 이수

 핵심교양

￭ 개설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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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과학과

기술
1-2

COR 3001
COR 3002
COR 3003
COR 3008
COR 3010
COR 3012
COR 3014
COR 3017
COR 3018
COR 3020
COR 3022
COR 3023
COR 3024

COR 3025
COR 3026
COR 3027
COR 3028
COR 3029

과학의 역사

현대 자연과학의 이해

생활 속의 생명과학

미래의 에너지와 환경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성의 과학

사회 논쟁을 통해 본 과학기술

우주와 태양계

문화로서의 과학

생명, 과학, 문화

Man and Machine

A Survey of Science In English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과학소설과 과학성

과학자가 본 자연과 사회

불교와 현대물리학

약이되는 화합물의 역사

약과 건강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문학과

예술
1-2

COR 4003
COR 4004
COR 4007
COR 4010
COR 4011
COR 4013
COR 4015
COR 4018
COR 4023

COR 4025

COR 4027
COR 4028
COR 4029
COR 4030
COR 4031
COR 4032
COR 4033

정신분석학으로 본 문학과 영화

영미 대중문학 읽기

선과 예술

연극의 이해

음악의 이해

동아시아 문학과 불교

미술과 인류문화

소설과 영화의 대화

Culture in Transnationalism and Translation

Reading Signs in Culture

Understanding Cultures from English Speaking 

Countries

Culture and Art

문학과 음악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내러티브

문학과 서브컬쳐

언어와 마음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중국문학의 감성세계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 이수방법

핵심교양은 각 영역별로 1개 과목씩 총 4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4개 과목 중 1개 과목은 반드시 

불교 관련 과목(현대철학과 불교사상의 대화, 인도

학과 오리엔탈리즘, 원효와 퇴계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도사회와 불교,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불교

와 현대물리학, 선과 예술, 동아시아문학과 불교, 

Culture and Art)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제외)은 핵심교양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학문기초

￭ 개설교과목 

1) 외국어(학문계열 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수 가능)

불교대학,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

대학,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는 아래의 외국어 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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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학문
기초

1
1-2
1-2
계절
계절
계절
계절
계절
2

2

2
2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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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5001
PRI 5002
PRI 5051
PRI 5063
PRI 5064
PRI 5065
PRI 5066
PRI 5067
PRI 5068

PRI 5069

PRI 5070
PRI 5071
PRI 5073
PRI 5074
PRI 5075
PRI 5076
PRI 5079
PRI 5080
PRI 5081
PRI 5082
PRI 5083
PRI 5084
PRI 5085
PRI 5086
PRI 5087
PRI 5088
PRI 5089
PRI 5090
PRI 5091
PRI 5092
PRI 5093
PRI 5094
PRI 5095

영어작문
TOEIC 영어
시사 영어
*해외 영어 연수
*해외 중국어 연수
*해외 일본어 연수
*해외 불어 연수
*해외 독일어 연수
Advanced Academic Reading and 
Discussion
Advanced Academic Listening and 
Discussion
Science Writing
Advanced Academic Writing
Current Issues and Discussion
English through Films
Academic Writing
Business writing
English Conversation 3
English Conversation 4
중국어(초급)
중국어(중급)
일본어(초급)
일본어(중급)
독일어(초급)
독일어(중급)
불어(초급)
불어(중급)
러시아어(초급)
러시아어(중급)
스페인어(초급)
스페인어(중급)
아랍어(초급)
아랍어(중급)
교양한문

3
3
3
1
1
1
1
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
-
-
-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
-
-
-
-
-
-
-
-

-

-
-
-
-
-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 나. 자연계열 Ⅰ(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건축학전공,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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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4001
PRI 4002
PRI 4003
PRI 4004
PRI 4005
PRI 4006
PRI 4012
PRI 4013
PRI 4014
PRI 4015
PRI 4016
PRI 4017

미적분학 및 연습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
응용수학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일반통계학 및 실습Ⅱ
응용수학Ⅱ

3
4
4
3
3
3
3
4
4
3
3
3

3
3
3
2
2
3
3
3
3
2
2
3

-
2
2
2
2
-
-
2
2
2
2
-

∙수학과는 미적분학 및 연습Ⅰ․Ⅱ,
물리학과는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화학과는 일반화학및실험Ⅰ․Ⅱ를 
이수하고 그 외 동일 과목Ⅰ․Ⅱ를
추가이수

∙건축학전공,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는
동일 과목Ⅰ․Ⅱ를 이수해야 함  
(“대학”으로 시작되는 과목은 제외)

￭ 자연계열 Ⅱ(반도체과학과, 통계학과)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반도체
과학과

1-2
2
1
2
1
1

PRI 4001
PRI 4012
PRI 4002
PRI 4013
PRI 4003
PRI 4006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응용수학Ⅰ

3
3
4
4
4
3

3
3
3
3
3
3

-
-
2
2
2
-

6과목 이수

통계학과

1
2
1-2
2

PRI 4011
PRI 4022
PRI 4001
PRI 4012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
대학통계학 및 실습Ⅱ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4
4
3
3

3
3
3
3

2
2
-
-

4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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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열 Ⅲ (생명과학전공, 바이오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생명
과학과

바이오
환경과학과

1
2

PRI 4010
PRI 4021

대학생물학 및 실험Ⅰ
대학생물학 및 실험Ⅱ 4

4
3
3

2
2

2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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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4001
PRI 4012
PRI 4002
PRI 4013
PRI 4003
PRI 4014
PRI 4005
PRI 4016
PRI 4028
PRI 4029
PRI 4030
PRI 4023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
일반통계학 및 실습Ⅱ
생물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확률 및 통계학

3
3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3
2
2
3
3
3
3

-
-
2
2
2
2
2
2
-
-
-
-

2과목 이수

의생명
공학과

1
2
1
2
1
2

PRI 4002
PRI 4013
PRI 4003
PRI 4014
PRI 4004
PRI 4015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4
4
4
4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과목 이수

식품생명
공학과

1-2
1
2
1
2
1-2

PRI 4001
PRI 4003
PRI 4014
PRI 4004
PRI 4015
PRI 4023

미적분학 및 연습Ⅰ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확률 및 통계학

3
4
4
3
3
3

3
3
3
2
2
3

-
2
2
2
2
-

6과목 이수

￭ 자연계열 Ⅳ(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제외])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기준 총이수학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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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RI 4001
PRI 4012
PRI 4023
PRI 4024
PRI 4025
PRI 4026
PRI 4027
PRI 4036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확률 및 통계학
공학선형대수학
공학수학1
공학수학2
이산수학
수치해석 및 실습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 EAC: ｢미적분학및연습1,2
와 공학수학1｣을 포함하여 3
개 과목 (총 9학점) 이상 이수

2. CAC: ｢미적분학및연습1, 
이산수학, 확률및통계학｣등 
3개과목(총 12학점) 이상 이수

1. 30학점이상 이수
(수학,과학,전산학 
영역 과목에서 30
학점이상 이수)
단, 컴퓨터공학 전
공의 경우 “프로그
래밍 기초와 실습”, “인터넷프로그래
밍” 2과목 필수이
수해야 함.

2. 입학년도별 최저이
수학점 기준표 참
조(단, 전산학 영역
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6학점
까지만 인정하나 
졸업학점에는 모두 
포함됨)

기초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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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4002
PRI 4013
PRI 4003
PRI 4014
PRI 4004
PRI 4015
PRI 4028
PRI 4029
PRI 4030
PRI 4033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생물학 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지구환경과학

4
4
4
4
3
3
3
3
3
3

3
3
3
3
2
2
3
3
3
3

2
2
2
2
2
2
-
-
-
-

2개 과목 이상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일반화학및실험｣｢일반생물학및실험｣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Ⅰ과 Ⅱ를 모두 
이수해야 함

전산학

1
1
2
2

PRI 4035
PRI 4037
PRI 4038
PRI 4039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컴퓨터 응용
비쥬얼 프로그래밍
인터넷 프로그래밍

3
3
3
3

2
2
2
2

2
2
2
2

2개 과목
(총 6학점) 이수

기본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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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4040
PRI 4041
PRI 4043
PRI 4048
EGC 7026

기술과 사회
공학경제
공학법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기술창조와 특허

3
3
3
3
3

3
3
3
3
3

2개 과목(총 6학점) 이상 이수
연도별 이수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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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일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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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
1
1

1-2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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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C 1004
EGC 1052
EGC 1053
EGC 1056
EGC 1057
EGC 2001
EGC 2002
EGC 2003
EGC 2004
EGC 2005
EGC 2006
EGC 2007
EGC 2008
EGC 2009
EGC 2011
EGC 3001
EGC 3002
EGC 3005
EGC 6002
EGC 6003
EGC 6004
EGC 6005
EGC 6006
EGC 6007
EGC 6008
EGC 6011
EGC 6013
EGC 6015
EGC 6017
EGC 6021
EGC 6022
EGC 6023
EGC 6025
EGC 6029
EGC 6030
EGC 6052
EGC 6053
EGC 6056
EGC 6058
EGC 6062
EGC 6064
EGC 6065
EGC 6066
EGC 6067
EGC 6070
EGC 6072
EGC 6074
EGC 6075
EGC 6076
EGC 6077
EGC 6080
EGC 6085
EGC 7002
EGC 7004
EGC 7006
EGC 7009
EGC 7012
EGC 7013
EGC 7014
EGC 7015
EGC 7016

선과 인간
좌선법의 이해와 연습
요가와 자아탐구
영화로 보는 불교문학
심리치료와 불교
한국문학의 이해
서양문학의 이해
언어학의 이해
논리학 개론
한국사의 이해
동양사의 이해
서양사의 이해
윤리학 개론
예술론
인류학 개론
법학 개론
매스컴과 사회
광고의 이해
소설과 문화비평
우리의 옛 시 이야기
삼국유사의 이해
연기와 자기표현
영화의 이해
한국미술의 이해
운동과 건강
유･불･도 철학의 이해
현대사회의 철학적 이해
한국의 전통문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인간형성론
환경과 생명
현대사회와 법
식생활의 이해
인권과 사회
시와 예술적 상상력
드라마와 문화
한미관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양미술의 이해
철학의 기본 이해
현대사회사상
성문화의 역사적 이해
동서문화의 교류
역사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와 범죄
북한사회의 이해
여성학
인간행동의 이해
지구와 우주
건축과 주거환경
식생활과 건강
실크로드와 불교문명
정보기술의 이해
수영
골프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탁구
농구
호신술
택견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
-
-
-
-
-
-
-

2
2
2
2
2
2
2
2

 일반교양

￭ 개설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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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일반
교양

1-2
계절
2
1-2
2
1-2
1-2
1-2
1-2
2
1-2
1-2
1-2
1
2
2
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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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C 7017
EGC 7019
EGC 7020
EGC 7021
EGC 7025
EGC 7026
EGC 7028
EGC 7029
EGC 7030
EGC 7031
EGC 7032
EGC 7033
EGC 7034
EGC 7035
EGC 7036
EGC 7037
EGC 7038
EGC 7039
EGC 7040
EGC 7041
EGC 7042
EGC 7043
EGC 7044
EGC 7045
EGC 7046
EGC 7047
EGC 7048
EGC 7049
EGC 7050

태권도
스키
JAVA프로그래밍
검도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입문
기술창조와 특허
고고학에의 초대
고대동아시아속의 한일관계
불교 문화재 산책
불교와 마음의 과학
인도의 신화와 예술
명상과 마음 치유
식품산업과 경제
세계의 음식문화
식물과 생활
영화로 보는 의학 생명과학 이야기
인간과 기술문명
숲과 문화
자연과 환경
의약품 개론
음악예술의 철학적 이해
미디어와 글쓰기
컴퓨터활용과 실습
동양미술의 감상
미국의 사회와 문화
유럽의 사회와 문화
대학기초수학
통계의 이해와 활용
기초생리학

1
1
3
1
2
3
3
3
2
3
3
2
2
3
2
3
3
2
2
3
3
3
2
3
2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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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2
2

2

계절학기 개설

 자기개발

￭ 개설교과목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자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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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 0001
DEV 0002
DEV 0003
DEV 0004
DEV 0005
DEV 0006
DEV 0007
DEV 0008
DEV 0009
DEV 0010
DEV 0011
DEV 0012
DEV 0014
DEV 0015
DEV 0016
DEV 0017
DEV 0018
DEV 0051
DEV 0053
DEV 0061
DEV 9001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인간관계향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취업실전 특강
21세기 Leadership(경제사회)
21세기 Leadership(과학기술)
21세기 Leadership(문화예술)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여성리더와의 대화
여성의 진로 탐색과 커리어 개발
리더십심화교육
21세기 Leadership(취업과CEO)
직무이해와 취업역량 개발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자기관리와 비전설정
비즈니스협상스킬
창의력개발
해외봉사
논증적 사고특강

1
1
1
3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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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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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김 익 기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도시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S.Carolina대 사회학

박사학위과정 Michigan(Ann Arbor)대 사회학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Social Changes in the East Asia 사회변동론

대 표 저 서

중국 한민족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Generational Change and Social Policy Challenges

한국투자와 산동연해성시발전

대 표 논 문

금융위기와 중국산동성시노인생활정황연구(중국어)

중한양국노인선택거주방식적특점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일원 자부심정도에 관한 연구

Socioeconomic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s Implications in the Urbanization 
Process of Korea

남 근 우

전 공 분 야 동아시아 문화연구

세부연구분야 민속학 이론, 관광과 문화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쓰쿠바대학 역사인류학

박사학위과정 쓰쿠바대학 역사인류학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글로벌시대의 대중문화 현대사회와 전통문화

대 표 저 서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아시아의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

일본 한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대 표 논 문

민속의 관광자원화와 민속학 연구

‘민속=민족문화학’의 탈신화화

도시민속학에서 포클로리즘 연구로: 임재해의 '비판적 성찰'에 부쳐

한국 ‘역사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복원주의 민속학의 아이러니－‘강릉단오제’의 곤경을 중심으로

박 진 희

전 공 분 야 과학기술사

세부연구분야 기술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베를린공과대학 과학기술사

박사학위과정 베를린공과대학 과학기술사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사회논쟁을 통해 본 과학기술 문화로서의 과학 생명 과학 문화

대 표 저 서

초록눈으로 세상읽기

테크노페미니즘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한국의 과학자사회

대 표 논 문

주거설비의 진보와 주거 생활의 기술화 측면에서 본 한국 주거의 근대화 논의

시스템 전환, 기후 변화 담론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MB 정부의 녹색기술개발정책평가-지속가능기술정책의 관점에서

지구공학기술의 윤리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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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 철

전 공 분 야 사학

세부연구분야 역사문화콘텐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사학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사학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바다에서본 동아시아의 역사 한민족 역사와 해석의 프리즘 동아시아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우리

대 표 저 서

동아시아의 공간관

백제의 기원과 건국

광개토태왕과 제국의 경영

대 표 논 문

경주의 해항도시적 성격에 대한 검토

발해유역의 역사문화와 동아시아세계의 이해

표류의 발생과 역할에 대한 탐구

한민족 歷史空間의 이해와 江海都市論 모델

윤 영 도

전 공 분 야 언어학

세부연구분야 음성음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 of North Texas 언어학

박사학위과정 Univ. of Washington 언어학 언어학박사

담 당 과 목 Exploring Language Language, Mind, Psychology English Reanding 1, 2

대 표 논 문

English Speakers' Identification of English High Back Vowels

한국인들과 영어원어민들의 영어모음 /u/-/U/ 인식

Identification of the English Voiceless Alveolar Fricative by Koreans

김 갑 수

전 공 분 야 화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Warwick 대학교 화학

박사학위과정 Warwick 대학교 화학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일반화학및실험 Ⅰ, Ⅱ

이 관 수

전 공 분 야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세부연구분야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과학사및과학철학 협동과정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우주와태양계 과학소설과 인문적 상상력 고전세미나

대 표 저 서

인문학과 정보과학기술의 학제간 연구 교육 활성화 방안

글쓰기와 토론 실습

지식의 이중주

대 표 논 문
한국 과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투명한 숫자: 예속을 넘어서 ( Transparent Numbers : Means to Overcome Subju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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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남

전 공 분 야 국문학

세부연구분야 글쓰기(자연과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작문과 발표

대 표 저 서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에 나타난 일연의 서사적 시각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

향가 주술성의 담론층위와 현실적 의미맥락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의 의미소통와 향가 원가의 정서적 지향

대 표 논 문

수로부인은 어떻게 아름다웠나-삼국유사 수로부인조의 서사적 의미소통과 헌화가의 함의

정훈가사에 나타난 이념과 현실의 정서적 형상화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적 의미소통과 <모죽지랑가>

이 유 기

전 공 분 야 국문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작문과 발표

대 표 논 문
국어 문장종결형식의 기능 변화 과정

한국어 청자높임 체계의 재정립

정 효 진

전 공 분 야 영어영문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English Reading Ⅰ, Ⅱ
대 표 논 문 주제 진행에 따른 there 존재구문의 담화기능

조 영 덕

전 공 분 야 수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미적분학 및 연습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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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0001 자아와명상 1 Practice in Seon I

자아의 이해와 명상을 통해 진실하고 창조적인 자신의 인간상 확립에 강좌의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자세와 호흡법 등 기초적 명상법을 습득하고 체험한다. 

RGC0002 자아와명상 2 Practice in Seon 2

‘자아와  명상 Ⅰ’의 계속

RGC0003 불교와인간 Buddhism & Human Being

붓다(석존)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갖춰 실행하는 인간 인격 완성과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세계 건설에 헌신 노력하도록 
가르친다. 

RGC0004 작문과발표 Composition and Presentation

학문 연구의 기본적인 수단인 작문 능력과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보편적인 교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의 기초를 다진다. 작문의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실습(작성, 발표, 토론) 
과정을 통해 우리말과 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우며, 앞날의 사회활동 및 학문 연구에 필요한 창의적, 
논리적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RGC0005 기술보고서작성및발표 Writing Technical Report and Presentations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리포트, 학술지, 특허 그리고 학위논문 등의 다양한 기술보고서를 국문이나 
영문으로 스스로 작성함과 동시에 본인이 발표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국어나 영어 구두로 발표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시대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대외적으로 충분한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고 표현하도록 하며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인 학술발표나 정보교환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GC0008 English Reading 1 English Reading Ⅰ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효율적인 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 
텍스트 읽기와 작문 능력을 배양한다.

RGC0009 English Reading 2 English Reading Ⅱ
English ReadingⅠ 강좌에서 배양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 및 학부(과)별 학문특성에 부합되는 영어 읽기
와 작문 능력을 기른다.

RGC0011 Basic English Reading Basic English Reading

English  ReadingⅠ 강좌 수강에 필요한 기초적 영어 읽기 및 작문 능력을 기른다.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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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0012 고전세미나 Seminar in Great Books

대학 신입생들이 고전의 가치를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고전읽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고전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작품해설이 덧붙여진 고전을 통하여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해독능력 향상, 다양한 분야의 고전들을 이해함으로써 전공 교육의 심화학습 능력향상 
및 다른 전공의 고전들을 폭넓게 이해토록 도움을 주며 학제적 교육의 기본소양을 배양한다. 

RGC0013 English Conversation 1 English Conversation 1

Native  speaker가 직접 강의를 담당하여 학생들의 영어발음, 듣기 및 말하기의 능력을 배양한다.

RGC0014 English Conversation 2 English Conversation 2

English ConversationⅠ 강좌에서 배양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 및 학부(과)별 학문특성에 부합되는 영어
활용능력을 기른다.

RGC2007 Keys to University Success Keys to University Success

This course is designed to emphasize the habits and methods necessary for a successful university 
career. Course contents: 1. Campus Resources 2. Time Management 3. Classroom Behavior 4. 
Communicating with the Professor 5. Note-taking 6. The Brain and Memory 7. Money 
Management 8. Dealing with Diversity 9. Physical and Mental Health

RGC5007 Focus on Reading Focus on Reading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readings though different reading strategies, 
such as activating schemata, discussing the topic to trigger the interest & motivations, using 
pictures/illustrations to help arouse & flourish imagination, setting questions relating to increase 
curiosity and willingness to read, skimming, scanning, predicting, making inferences, & text 
analyzing, etc. In addition, students have a chance to increase speaking, listening, writing, 
critical thinking, and test-taking strategies throughout the semester.

RGC5008 Paragraph and Essay Writing Paragraph and Essay Writing

In general,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 get a sense of how to write in an academic 
setting.  Specifically, students have a chance to write different types of paragraphs & essays 
throughout the semester (i.e., descriptive, compare & contrast, cause & effect, & classification 
paragraphs/essays).

RGC5009 Public Speech Public Speech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explore, and practice the basics of informative and 
persuasive speaking. Using the textbook as a resource, they will participate in carefully selected 
activities designed to: i)develop their confidence when speaking before a group ii)help them 
present information, ideas, and opinions orally, in an effective, coherent and organized fashion

RGC5010 Intensive and Extensive Reading Intensive and Extensive Reading

In this course, two major approaches are used for developing students' reading skills-Intensive 



34

reading(i.e., reading a text line by line & referring to the dictionary about the grammar of the 
text itself, & extensive reading(i.e., considered as being reading rapidly & its attention is paid 
to the meaning of the text not the language). Throughout the semester, students have a chance 
to gain fluency in the critical area of vocabulary & word recognition, and in developing better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RGC5011 Integrated English Writing Integrated English Writing

The  Integrated Writing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write more confidently and competently 
in a whole range of everyday situations. Although the main focus is on writing skills, reading 
and listening skills will also be practiced and developed through a variety of tasks based on 
real-life situations and texts.

RGC5012 Debate on English Cultures Debate on English Cultures

This course has been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different cultures where English is 
the national language. As indicated in the course title, students will be expected to use the 
information they learn from the class lectures and reading assignments to discuss, compare, 
and debate issues. 
The text book focuses on America, but other English speaking cultures will also be covered in 
the classroom lectures and activities.

COR1002 영상으로본동양사 Films and Oriental History

이 강좌는 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그림 등의 영상자료를 통해 동양의 역사와 문화를 강의한다. 기존의 
강의에 비해 시각적 감각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교수의 강의를 아울러 진행한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중국사
이지만 다른 역사공동체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룬다.

COR1003 바다에서본동아시아의역사 East Asia's History Viewed from Sea

수천 년간 한. 중. 일 간에 전개된 역사를 육지가 아닌 바다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실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에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하여 모색한다.

COR1006 현대철학과불교사상의대화
Dialogue between Contemporary 
Philosophy and Buddhist Thought

현대 서양철학의 대표 사상가들(독일 2인, 프랑스 2인, 영미 2인)의 사유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사상의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불교적으로  재해석되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지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동서와 
고금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지식인의 모형을 창출한다.

COR1007 인도학과오리엔탈리즘 Indology and Orientalism

동양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 시각들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적 경향을 특히 인도학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이러한 경향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면서 오리엔탈
리즘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그 극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모색한다.

COR1008 원효와퇴계에게서배우는삶의지혜 Wisdom of Life to Learn from Wonhyo and Toegye

한국사상의 주축인 불교와 유교의 대표적 사상가의 사유를 탐색해 봄으로써 사유하는 방법과 지성으로 
사는 법을 묻고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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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1014 역사와현재,미래의만남 An Encounter of History, Present & Future

21세기에 들어와 인류는 역사 이래 최대의 전환기에 들어섰다. 곧 다가올 인류의 미래는 과거 역사 속에서,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요인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자체의 형태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내적인 변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과 행동반경이 확장됨은 물론이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운용능력이 예측불가의 상태로 
변할 것이다. 가치관에 놀라울 만한 변화가 생김은 물론이고, 인간이 창조해 내는 생산물도 색다를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미래를 눈앞에 둔 인류는 미래라는 시각에서 지나간 역사과정에 대한 탐구하면서 자신
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미래상을 미리 예측하고 예행연습
을 해서 당혹감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세계화에 걸맞춰 질서재편이 불가피한 동아시아 세계에서 
국제정치 경제 문화 민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역 간의 경쟁국가간의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강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설 되었다. 

COR1015 동서철학과현대인의삶
East-Western Philosophy and the Life of 
Contemporary People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서양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들은 동에 속하건 서에 속하건 서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근본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인간 및 이 세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대에 타당한 보편적인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COR1017 삶과죽음의철학 Philosophy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에 답하는 철학적 고찰이다. 이 궁극적 물음은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탐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강좌는 ‘죽음학(thanatology)을 통해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탐색한다.

COR1020 한민족 역사와 해석의 프리즘 Korean History and Prism of Interpretation

교양강좌라는 속성에서 어떤 시대적인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사의 통시대적인 범위 안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을 선정, 선정된 인물의 실체와 이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건을 가능한 통사적 입장에서 
보다는 비통사적인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함.

COR1021 이미지와 한국학 Image and Korean Studies

본 강좌는 ‘이미지’와 ‘한국학’의 만남이다. 한국학(Korean Studies)은 한국에 관한 역사, 지리,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한국 고유의 것을 연구, 계발(啓發)하는 넓은 영역의 학문으로서 한국문화의 
역사적인 면은 물론 인문,사회과학적연구도포함한다.이미지란 인간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가지는 영
상으로서 그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 생각 ,인상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미지는 단편적으로 
또는 우연히 생성되는 결과물이 아니며, 사회, 문화, 역사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서로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이다.
한국학에 있어 이미지의 영역은 대부분 한국인이 생산의 주체가 된 미술사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괄목할 
만한 학문적 성과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미지 생산의 주체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 미술사나 
사진사 등 관련 학문의 연구에서도 생산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점에서항상소외되어왔다.최근 이러한 이미
지가 ‘100년 전 외국인 선교사, 외교관이 본 한국사진전,’ ‘서양고지도 전시,’ ‘외국인 화가가 그린 한국판화
전’등과 같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체계적인 연구는진행되지않고있다.본강좌는이러한이미지
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시각과서양인의 시각을 비교분석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이미지 생산의 주체가 외국인인 만큼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한고정관념
과편견이라는편협한판단을통해이미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이미지 속에 내재하는 고정관
념과 편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고지도, 한국과 한국인을 담은 판화, 예술작품, 사진, 엽서, 화보신문, 그리고 광고 홍보물에 나타난 
이미지 등 쉽게 접근하기어려운다양한이미지를눈으로익히고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1)한국에 대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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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2)한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 매체의 역사를 탐구하고, 
3)텍스트 기록과 이미지 기록을 비교 분석하며, 4)비교문화적 방식으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5)더 
나아가 역사, 문화관련 시각매체의 소통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트의 제작소
재를 탐구한다.

COR1022 Language, Mind and Psychology Language, Mind and Psychology

Language, Mind and Psychology is a general education core course in language and linguistics. 
It tries to link the study of language to other fields, such as neurobiology, psychology, clinical 
linguistics, with a view to helping students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of language, as well 
as the relevance of the study of language to other disciplines and the way in which other 
disciplines can shed light on what is known about language.
The course adopts the generative view on language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but it is 
far from dogmatic. It gives students the background necessary to evaluate both the mentalistic 
and the behaviourist views on language, both nativism and constructivism, and to form views 
on the main issues.

COR1023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explore, and practice the basics of visual techniques 
used in Advertising and the evolution of Advertising. Using the self-made text book as a resource, 
they will participate in carefully selected activities designed to: 1)develop their confidence when 
analyzing advertisements or designers’ collections. 2)help them present information, ideas, and 
opinions orally, in an effective, coherent and organized way.

COR1024 Exploring Language Exploring Language

This course endeavors to explore language by exploring core linguistic concepts and examining 
sociolinguistic issues.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examines language from the historical, 
structural, developmental view points.  
More specifically, communication in the  broader sense, the history of language, the structure 
of English, language and the brain, developmental and non-verbal forms of language. The second  
 part of the course discusses the real-life application of language by exploring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language on culture and society; Language and culture, sociolinguistics, 
globalization of English,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loss, language planning and policy, 
disorders, and pedagogical perspectives.

COR1025 현대민속학의세계 Field of Modern Folklore

1.민속학의 기초개념과 인식론, 방법론 학습
2.한국인의 생활문화 변용에 대한 체계적 학습
3.현대인의 생활문화에 대한 참여 관찰

COR1026 경제와철학,스미스에서들뢰즈/가타리까지 Economy and Philosophy

1. ‘가계(oikos)’에서 ‘경제(economy)’의 출현: 현대 이전에 ‘가계’의 형태로 운영되던 필요재화의 자급자족
적 생산양식과 현대사회에서 그것이 ‘경제’로 자립화되면서 사회에서 중심화 되는 과정을 비교

2. 노동중심의 분업적 생산체계의 성립과 경제가치의 발생과정: A. 스미스의 『도덕감성론』과 『국부
론』에 있어서 필요욕구의 충족체계가 사회적 체계로 객관화되면서 ‘교환’의 영역이 작동되는 메커니즘
을 파악. 특히 시장(market)을 중심으로 소비의 대중화 양상에 주목한다.

3. 노동중심에서 잉여가치중심으로 생산의 중심점 이동과정: K.마르크스의 『자본Kapital』에서 교환가
치(exchange value)를 중심으로 한 가치생산과 가치증식이 사용가치(use value)를 중심으로 한 실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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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우위에 서는 과정 분성
4. 자본축적의 멘털리티: 자본주의 정신의 문화적 형태 M.베버의『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필요가 아니라 축적이 목적인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정신태도를 분석.
5. 가치생산에서 욕망생산으로의 중심이동: 대중소비사회의 전형적 행태인 욕망의 증식과정을 파악

COR1027 지의원천 Fountains of Wisdom

시간을  초월한 지혜가 담긴 동서양의 인문고전들을 비교하여 읽음으로서,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인간의 
삶과 의미에 대한 통찰을 찾는다. 나아가 이러한 통찰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 함의를 
이끌어낸다.

COR1028 정의란무엇인가(윤리적사유) Justice(Ethical Reasoning)

1.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마이클 샌델에 이르기까지 정의론에 대한 체계적 이해(3대정의론)
2.정의의 이해를 통한 현대사회의 윤리와 공정사회에 대한 이해
3.현실의 구체적인 사례와 법원의 생생한 판례를 통한 옳고 그름 판단능력 함양

COR1029 신화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Mythology

이 강좌는 인간 삶의 다양한 양식과 인간-자연이 만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서 신화에 관한 이해를 확대하
기 위한 강좌이다. 또한 중국 및 동아시아 민족들의 신화와 문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COR1030 행복론-우리는행복해지기위해사는가 On Happiness - Do we live to be happy in our life?

1. 행복의 원리에 대해 연구하고, 그 정의를 논의해 본다.
2. 삶의 다양한 범주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모습을 탐구한다.
3. 자신의 행복과 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COR2003 현대민주정치의이해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Democratic Politics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는 오늘날 보편적 정치 운영 방식으로 평가되는 민주정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민주정치의 이론적 기초와 현대 민주정치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COR2014 글로벌세계의문화와소통 Culture and Communication in the Global Society

본 과목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의 기본 소양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기술을 제고하며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의 조건을 함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COR2015 결혼과가족 Marriage and Family

급변하는 사회는 가치관 및 선택의 ‘다원화’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본 강좌는 결혼과 관련된 선택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성교제와 독신 혹은 결혼에 대한 숙고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결혼과 가족의 창조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가족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원간의 상호 역동적인 관계형성, 가족 집단의 행동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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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2018 세계경제의이해 Understanding in World Economy

세계경제의 기초개념과 문제점들을 다루고 세계경제사적 측면에서 세계대전의 전후와 21세기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아울러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과제들과 각국의 전략들을 다루고자한다. 세계화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 현상이고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세계화는 무제한적인 자본
주의의 확산을 의미한다. 세계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기구와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블럭화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경제통합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세계경제 흐름과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COR2020 글로벌 시대의 대중문화 Popular Culture in the Global Era

대중문화가 학문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대중문화론의 기초 개념을 익히고, 아울러 엘리트주의 
문화 이론을 비롯한 프랑크후르트 학파 비판,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비판, 헤게모니론, 컬츄럴 스터디즈 
등과 같은 다양한 대중문화 연구 관점과 접근 방식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대중문화 교류의 역사와 현황을 개괄하고, 전지구화와 지역적 혼종화를 배경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의 대중문화 월경 현상을 살펴본다. 나아가 최근에 일고 있는 ‘한류’ 붐의 실태와 의미, 한류론의 현재와 
그 정치성, 한류를 소비하는 주체들의 능동적인 문화실천  등에 대해 고찰한다.

COR2021 관광과 문화 Tourism and Culture

오늘날 관광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여가 활동 내지 놀이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여러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뒤얽힌 사회문화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본 강의의 
핵심 주제다. 본 강의는 사회문화 현상으로서 관광을 자리매김하고,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국면에서 관광 현상을 다룰 것이다. 우선 관광이  학문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관광학, 관광경영론, 
관광산업론 등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분야의 기초적 논의들을 소개한다. 그러고 나서, 관광을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결부시켜 총체적인 문화현상으로 다루는 문화연구의 이론틀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나아가 관광의 역사와 그 정치적 함의, 대안 관광의 출현, 현재 관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COR2023 LawandFilm(AmericanLegalCultureinCourtMovies) Law and Film(American Legal Culture in Court Movies)

Law and film is to introduce  the American legal culture and legal mind shown in the court 
movie.

COR2024 Social Changes in the East Asia Social Changes in the East Asia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지정학적
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일 뿐 아니라 유교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도 이 
세 나라뿐이다. 이 세 나라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각 나라의 사회와 문화적 차이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본 강좌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동아시아 사회변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본 강좌는 학생들에게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사회의 변화과정과 한국이 처한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COR2026 Exploring Leadership Exploring Leadership

Course Overview: Today’s students encounter a world that requires a new level of intellectual 
sophistication, intercultural literacy, and social engagement from college graduates. They face 
technological revolution, pressing societal problems, and unparalleled opportunities. This course 
will cover a broad range of areas associated with effective leadership. These include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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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language, theory, and style; communication; diversity;  values, ethics and legaliti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globalization;  group member behaviors; and productivity through 
appropriate uses of  delegation, meetings, decision making models, and power. These leadership  
areas are linked together in a network rather than stacked i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For 
example, how you choose to communicate is related to your values and ethics. Or, your 
understanding of diversity among individuals is  linked to how you make decisions with group 
members. This framework may be  helpful for you in integrating the material in this class with 
your own  learning interests.

COR2028 현대사회와전통문화 Modern Society and Traditional Culture

1. 근대 국민국가와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질 이해
2. 전통 발명론과 문화 본질주의, 구성주의의 기초개념 이해
3. 전통의 창출과 유용에 대한 사례분석 및 그 정치권력성 이해

COR2029 인도사회와불교 Indian Society and Buddhism

1. 인도신화의 기원과 발달에 대하여 교재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2. 다큐멘터리와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인도의 신화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은 불교신화 및 설화, 그리고 건축과 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 등 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COR2030 국제협력과글로벌라이제이션 ODA Politics in Globalization

1. 국제협력의 세계적 흐름에 대한 이해
2. 시민사회와 국제협력의 연관에 대한 이해
3. 한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미래전략 모색

COR2031 Writing Trans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in English Writing Transnationalism and Muticulturalism 
in English

1.트랜스내셔널리즘과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현재의 글로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표현능력을 증진
2.최근 아시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현상을 이론적 실제적 점검을 통해 추적하여 한국문화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영어 글쓰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창의적 발상과 의견을 개진할 역량을 갖추게 한다.

COR2032 지식･권력･공동체 Knowledge, Power and Community

복잡해  보이는 현대의 사회현상도 그 기저의 사상적 조류의 차원에서 보면, 고전적 사유의 변주들이다. 
이 강의는 동서양의 사회사상 및 사회과학  고전들을 비교하면서 읽음으로서, 인간 집단의 특성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고전적 통찰이 현대의 사회문제에 함축하는  바를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R2033 패션과사회 Fashion and Society

1. 현대사회에서 의복이 갖는 의미, 기능을 비롯하여 패션과 패션산업에 대해 학습한다.
2. 패션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패션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관계를 분석한다.
3. 서양과 우리나라 패션의 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본다.
4. 의복에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의복과 성격, 자기개념, 가치관의 관계를 살펴본다.
5. 패션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기준으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봄 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6. 패션소재, 의복의 관리, 의복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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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2034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이 강의는 글로벌사회의 제반 현상을 사회학의 개념과 방법으로 소개한다. 사회학은 글로벌사회에서 나타
나는 사람들의 행태를 규정짓는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연구한다. 이에 따라 본 강의는 집단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행동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적인 관점들을 소개한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세계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를 규명해주고 그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제반 역사 문화적인 변동과정에 
초점을 두어 강의한다.

COR2035 행복한소비문화만들기
Making a Happy Consumer Culture - 
for Voluntary Simplicity

1. 소비문화의 다양한 이론을 검토
2. 행복한 소비의 실천사례를 검토하고 실생활에 적용
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행복한 소비사회를 위한 가버넌스 모색

COR2036 중국문화기행 Travel to Chinese Culture

역사･지리적으로 접한 관계인 한·중 양국은 상호교류의 지속 증진 과정을 통해 각기 자기문화를 형성해왔
다. 본 강좌에서는 중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 경험함으로써, 현실로 다가온 중국번영의 시대에 대비
하며, 중국의 지리, 민족, 풍속, 역사, 언어, 사상, 음식, 문예, 영화 등 중국문화와 함께, 한국문화,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 자리까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COR3001 과학의역사 History of Science

고대 중세 시대의 과학 기술사를 중심으로 과학의 발상 및 변천사로부터 과학의 근본을 알게 하고, 과학혁명 
시대와 21세기의 중요한 과학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게 한다. 또한 동양의 전통과학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에
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긍지를 심어준다. 과학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장래와 전공에 대한 
꿈을 심어준다.

COR3002 현대자연과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Natural Science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자연과학 기술의 발달과정과 새로운 현대 자연과학 이론을 본 강의를 통해 소개한다. 
이 강의를 통해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21세기 첨단과학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미래사회에 
지식인으로서의 파괴되지 않는 인간성의 중요성들을 학습한다.

COR3003 생활속의생명과학 Biological Science for Life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명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 생명공학의 응용과 발전, 생태계 내에서의 생명체 간의 상호작용 등을 기초 수준에서 고찰하고 
미래 생명과학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시킨다.

COR3008 미래의에너지와환경 Energy and Environment in Future

본 강좌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화석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원자력에너지,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및 조력 에너지 그리고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높이는 강의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환경의 관계 
및 중요성에 대해, 이들 관련 기술 개발의 시급성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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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3010 생명과학과불교윤리 Life Science and Buddhist Moral Principles

생명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생명복제, 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사형, 자살 
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탐구해 본다.

COR3012 성의과학 Sexology

성의 과학은 인간의 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즉 생물학, 심리학, 
통계학, 사회학, 인류학, 범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성 관련 연구들을 가르치는 복합적인 학문분야다. 성의 
과학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성 발달과 정상적인 성적 관계 및 성의 진화 등 에 대해 배움으로써 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COR3014 사회논쟁을통해본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al Debate

오늘날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규정력이 날로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 생명공학, 광우병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쟁은 거의 예외 없이 과학기술적 주제와 연관된다. 이 강의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기술학(Science Technology Studies, STS)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벌어진 사회적 논쟁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나타난 과학기술적 주제들을 이해함으로서 과학과 사회를 성찰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COR3017 우주와태양계 Cosmos and Solar System

이 강좌는 고등학교 공통교과과정을 이수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태양계와 우주의 기본구조와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나아가 과학의 일반적 특성의 일부를 느끼고 즐기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로부터 태양계와 우주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지식과 사색은 인류문화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현대 천문학에 따르면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와 인간문명은 우주적 순환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시민으로서 기초적 소양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장 오래된 
과학이자 최근25년간 유래 없는 전성기를 누리는 과학인 천문학은 과학적 사고방식의 일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이다. 어떻게 데이터를 얻는가? 어떻게 단순한 원리를 데이터에 적용하여 정보를 
얻어내는가? 그러한 과정은 인간사회와 문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기초적인 
답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탐구한다.

COR3018 문화로서의 과학 Science as Culture

예술과 인간의 핵심 문화 활동의 일부를 이루어온 과학에 대한 문화학적 이해를 도모한다. 살롱문화, 계몽
기의 문화를 주도해 온 과학 활동을 이해하고, 20세기와 21세기 들어 예술과 긴 한 접목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학의 역할을 또한 살펴본다. 과학 이론이 문학, 대중문화 등에는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본다. 한편, 역으로 문화가 과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며 문화와 과학간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COR3020 생명, 과학, 문화 Life, Science, and Culture

본 강좌에서는 과학 윤리·생명 윤리를 다루되 여러 세기에 걸친 윤리적 감각의 쟁점에 대한 논의까지 
포괄함으로써 종합적 시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생명과학, 기술사, 국문학 전공의 각기 다른 세 명의 교수가 
과학 윤리, 생명 윤리, 문화 텍스트를 통해 본 윤리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의에서는 현재 다루어지는 
과학, 생명 윤리에서의 윤리적 쟁점들,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에 관한 일반 논의들을 다루고, 발표 토론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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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3022 Man and Machine Man and Machine

This class is design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machines. We will 
discuss such topics as new and old definitions of human  beings, the evolution of human beings, 
and cyborgs.

COR3023 A Survey of Science In English A Survey of Science In English

To give science and education majors a basic back ground in English scientific terms and cultivate 
critical thinking skills in English.

COR3024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This course deals with the broad spectrum of issues faced in creating a more sustainable society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is course will introduce a number 
of issues to the students in relation to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mpacts of  mismanagement. It will also provide students a forum to discover and debate 
difficulties which are encountered from local to global perspectives in rel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OR3025 과학소설과과학성 Scientificity and Science Fiction

오늘날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각종 기술제품과 SF영상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현대의 
SF영상물은 상당수가 과학소설 전통에 의지하여 제작된 것인데, 그러한 SF영상물은 과학소설의 진부화, 
평면화인 경우가 많다.
이 강의는 19세기 이래 대중의 과학관을 반영해 온 과학소설의 흐름을 통해 대중적 과학관의 변천을 살펴보
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초기 과학소설들은 관념적 또는 피상적 과학관을 담고 있었으나,20세기 중후반에는 
과학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탁월한 과학소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심층적 인식뿐만 아니라 일상적 인식을 초월하는 거대한 시공간적 규모와 물질적 
환경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변주될 뿐 변질되지는 않는 인간적 가치 또한 잘 담아내고 있다.
학기 초반에는 과학소설 및 과학관의 변화에 대한 강의와 주요 작품 감상을 병행하고, 후반부에는 원작과 
영상물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관의 차이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는 작품들에서 표현된 과학관과 자신이 
지니고 있던 과학관을 비교함으로써, 현대 과학기술의 문화적 함의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COR3026 과학자가본자연과사회 Scientists on Nature and Society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 문명이 형성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한 과학자들의 글들을 읽는다. 비판적인 독서를 
통하여 현대 세계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한다.

COR3027 불교와현대물리학 Buddhism and Modern Physics

1. 연기법이 과학의 바탐임을 이해함으로써 연기법의 불교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함.
2. 객관적 실재를 부정하는 양자역학의 해석을 통해 법공(法空)을 과학적으로 이해함.
3.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적 해석을 통해 중도사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COR3028 약이되는화합물의역사 History of Materials for Drugs

1. 고대로부터 시작된 의약품의 역사에 관한 지식 습득
2. 화합물의 구조변화에 따른 약리활성의 변화에 관한 이해
3. 현재 신약품의 개발에 관한 추세와 전망에 관한 상식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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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3029 약과건강 Drug and Health

1. 약의 개념과 약리작용에 대한 이해
2. 건강의 개념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
3.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COR4003 정신분석학으로본문학과영화 Literature and Film: A Psychoanalytic Approach

본 강좌는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문학작품과 영화를 해석, 분석하는 
비평도구로서의 정신분석학적 시학을 구조화하여, 문학작품과 영화에 나타난 인간조건의 한계 내에서의 
인간 주체의 인식과 극복과정을 탐구하고 관찰한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21세기형 멀티미디어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새로운 감각의 영역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학제간 학문연구의 전형을 제시한다. 

COR4004 영미대중문학읽기 British and American Popular Literature

본 강좌는 Science Fiction, 탐정소설, 대중음악 등 영미대중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 예술을 접하면서 
첨단 영미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독창적인 반응과 논리성을 글로 표현하기 위한 강좌이다.

COR4007 선과예술 Seon and Art

선은 인간 내면의 세계에 대한 관조와 본래 인간성의 청정함, 고요함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수행이다. 
예술은 인간의 사고와 삶이 아름답게 실현된 것이며 또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선과 예술의 두 개념의 이해와 관계성을 생각해 보는 강좌이다.

COR4010 연극의이해 Understanding Drama

연극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연극의 요소를 연관시킴으로써 연극에 대한 전반적
인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연극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 연극예술을 접하는 
데 있어서 질 높은 연극관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COR4011 음악의이해 Understanding Music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음악을 총괄하여 각 시대의 음악적 특성과 그러한 음악이 형성될 수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 음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음악작
품을 직접 감상함으로써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정서 함양을 꾀한다.

COR4013 동아시아문학과불교 East Asian Literature with Buddhism

이 강좌는 한국 불교문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문학작품을 비교문학적 시각으로 읽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강좌는 동아시아불교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9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되,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감상과 강독. 비평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COR4015 미술과인류문화 Arts and Human Culture

미술은 인류의 각종 문화 즉, 교육, 종교, 도덕, 과학, 경제 등의 활동에 출현하여 그 활동의 성질을 조장하고 
그 활동발전의 기초를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본 강좌는 단순히 미술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미술이 각종 문화에 출현하여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왔는가를 이해하고 나아가 
시대문화 창달 및 실제생활과 연계하여 인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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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4018 소설과영화의대화 Dialogue between Novel and Film

본 강좌는 문자예술인 소설과 영상예술인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여 각각의 미학을 비교
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는 강좌이다. 소설과 영화라는 두 장르를 통해서 이야기의 변형과 그 
효과를 학습하고, 나아가 디지털 영상시대에 문학과 영화의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담론생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본 강좌의 존재 이유이다. 

COR4023 Culture in Transnationalism 
and Translation Culture in Transnationalism and Translation

As we move into the 21st century the interconnectivity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gets 
heightened and the notion of nation-state boundaries becomes weaker. Transnationalism has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impacts that affect people all around the globe. It has 
been greatly fostered by developments in telecommunications (particularly the Internet), 
immigration, and most importantly globalization. It encourages change in and re-examination 
of concepts like citizenship, nationalism, and communitarianism and calls for a discipline 
combining culture and translation. This course aims to explore the concepts of culture, 
globalization,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t should help 
students develop and refine skills in cross-cultural observation, to learn to recognize and 
understand verbal and non-verbal forms of communication, to analyze cultural behaviors and 
differences, and to understand the role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s cultural mediators.

COR4025 Understanding Culturesfrom  
English Speaking Countries

Understanding Cultures from  English Speaking 
Countries

This course will be looking at a number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as a means of analyzing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Culture  is constituted by and expressed 
through langua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asons behind 
the prevalence of spoken English. We will also be looking at how English is expressed through 
each given country’s different customs and rituals. 

COR4027 Culture and Art Culture and Art

문화란 인간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의 체계로서 사회성과 역사성을 갖는다. 그리고 
미의 실천인 예술은 예술가의 창작에 필요한 직관이나 창조성뿐만 아니라, 감동이나 향수의 대상적 독자성
도 포함되며, 나아가 특정 민족·시대·지역·사회 등에 나타나는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의 표현양
식도 포함한다. 문화와 예술은 공히 인간 본연의 자질과,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완성시키는 데에 요구되
는 과제와 체험을 표현하고, 역사와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발견하고, 불행과 기쁨, 필요와 능력을 
밝혀주며, 인간의 보다나은 운명을 개척 하려는 노력으로서의 실천 행위이자 결과이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은 고정된 게 아니고 실천적 삶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인간 생활의 향상을 
위한 ‘문화와 예술’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COR4028 문학과음악 Literature and Music of Korea

21세기는 文化 콘텐츠가 큰 경제성을 지니게 된다. 技術科學이 문화와 접목되면 커다란 부가가치를 지니게 
된다. 국제화 시대에 문화적 主權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이 한국인의 행복과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사상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류의 힘은 한국 문화 
정체성에서부터 나온다. ‘문학과 음악’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고전문학, 근현대 음악과 문학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문학과 공연예술이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구조와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장차 문화산업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소양을 기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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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4029 디지털네이티브와디지털내러티브 Digital Native and Digital Narrative

현대의 대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 즉 넷세대(net generation)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 기반인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디지털 환경이 탄생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 디지털 내러티브에 기반한 기획서 및 시나리오 등을  작성해봄으로
써, 콘텐츠화 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강좌는 전반부의 교수 강의와 후반부의 발표 및 제작 실기 등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COR4030 문학과서브컬쳐 Literature and Subculture

1. 문학작품의 감상을 통해 문학의 사회적 상상력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 및 대중문화
에 나타난 하위문화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한다.

2. 서양전래의 하위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근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그 하위문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재현되었는지를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을 키운다.

3. 한국문학과 문화 속에서 기성질서나 주류문화에 대항해 온 하위문화의 양상을 살피고, 특히 노동자, 
청년(대학), 계급/인종, 젠더/성 등 주요 범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COR4031 언어와마음 Language and Mind

1. 동물의 의사소통과 인간의 언어를 비교하여 인간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2. 구체적으로 한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다.
3. 언어의 기능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그 근거에 대해 토론한다.
4. 언어의 보편성과 언어의 생득성에 대한 찬반논의를 정리하고 비평한다.

COR4032 창의적사고와글쓰기 Creative Thinking and Writing

1. 글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표현을 연습한다.
2. 논리적 전개방법을 익힌다.
3. 다양한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표현과 수사법을 연습한다.
4.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방법을 학습한다.

COR4033 중국문학의감성세계 Emotional World of Chinese Literature

본 강좌는 서정적 운문, 상상적 소설과 희곡. 심미 예술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중국문학과 예술의 
잠재적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PRI4001 미적분학및연습 1 Calculus 1

이공계  전공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미적분학을 기초개념에서부터 기본 정리하며, 전공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능력, 분석력 배양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PRI4002 일반물리학및실험 1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 I

고전  물리학의 전반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물리학적인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특히 고전 역학적인 운동론, 
입자계, 충돌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물리학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물리학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일반물리학 실험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계의 물리 현상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써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실험 자세를 통하여 물리 현상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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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03 일반화학및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 I

화학 전반의 기초이론, 법칙, 화학반응 등을 비롯한 그 실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원자, 분자, 이온, 기체, 
액체, 고체, 주기율, 화학결합론을 다루고 실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도록 강의 및 실험을 
한다. 

PRI4004 일반생물학및실험 1 General Biology and Experiments I

생명과학 전반에 관한 핵심 기초내용을 다룬다. 세포 및 세포의 구성물질, 유전자 발현 및 조절, 생물의 
분류, 생리, 면역, 발생학 등의 분야를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니라 생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초실험과 함께 제공한다.  

PRI4005 일반통계학및실습 1 General Statistics and Experiments I

본 강좌는 통계학의 기초 이론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통계적으로 해결하는 기법을 학습하고, 
동시에 이들의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다루고, 통계학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며 확률분포(이산형 분포와 
연속형 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실습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기법을 
학습하고 통계패키지 사용법을 공부한다. 

PRI4006 응용수학1 Applied Mathematics I

1 계상미분방정식, 2 계선형상미분방정식, 고계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법, Bessel 
함수와 Legendre 다항식, 비선형계  안정성, 벡터와 벡터 공간, 행렬과 행렬식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PRI4010 대학생물학및실험 1 University Biology and Lab 1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시작으로부터 자연 생태계의 평형에 이르는 광범위한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적 특징과 주요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PRI4011 대학통계학및실습 1 University Statistics and Experiments 1

본 강좌는 통계학의 개론으로 크게 기술통계학, 확률과 확률분포로 나누어지는데 통계학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고, 확률의 개념과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하며 자료의 정리, 통계학표
의 작성, 분포형태, 자료 분석 등을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PRI4012 미적분학및연습 2 Calculus2

본 강좌는 기초개념에서부터 기본정리에 이르기까지 엄 한 수학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전공을 공부하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능력 및 분석력의 배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한다. 

PRI4013 일반물리학및실험 2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 II

고전물리학의 전반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물리학적인 기본개념을 소개하며, 특히 열역학, 전자기학, 전자회
로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물리학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물리학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일반물리학실험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계의 물리현상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써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실험 자세를 통하여 물리현상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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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14 일반화학및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 II

'일반화학 및 실험Ⅰ’의 계속으로서 산, 염기, 침전반응, 반응속도,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분자화학을 
다루고 실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도록 강의 및 실험을 한다.

PRI4015 일반생물학및실험 2 General Biology and Experiments II

생명과학 전반에 대한 핵심 기초내용을 다룬다. 세포 및 세포의 구성물질, 유전자 발현 및 조절, 생물의 
분류, 생리, 면역, 발생학 등의 분야를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니라 생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초실험과 함께 제공한다. 

PRI4016 일반통계학및실습 2 General Statistics and Experiments II

본 강좌는 통계학의 개론으로 크게 기술통계학, 확률과 확률분포로 나누어지는데 통계학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고, 확률의 개념과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하며 자료의 정리, 통계학표의 
작성, 분포형태, 자료분석 등을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PRI4017 응용수학 2 Applied Mathematics II

벡터 해석, Fourier 급수, Fourier 적분 및 Fourier 변환, 편미분방정식, 복소수와 복소함수, 복소 적분, 
복소수열, 급수 및 Talyor와 Laurent의 전개식, 특이점, 유수 및 실적분에서의 응용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PRI4021 대학생물학및실험 2 University Biology and Lab 2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시작으로부터 자연생태계의 평형에 이르는 광범위한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적 특징과 주요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PRI4022 대학통계학및실습 2 University Statistics and Experiments 2

대학통계학및실습Ⅰ을 바탕으로 표본분포 이론과 모평균, 모비율에 대한 점추정 및 구간추정의 이론을 
소개하고, 통계학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인 회귀분석의 기초적인  이론과 분석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이나 응용방법들을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PRI4023 확률및통계학 Probability and Statistics

본 강좌는 통계학 입문과정으로의 기술통계학, 확률의 개념과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하고, 표본을 통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에 따라 모집단에 관하여 추측 
검정하는 절차를 학습한다. 

PRI4024 공학선형대수학 Engineering Applications of Linear Algebra

미적분학및연습Ⅰ과 미적분학및연습Ⅱ를 이수한 공학, 정보산업 전공 학생들에게 벡터 공간의 개념도입과 
전공에서의 활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PRI4025 공학수학 1 Mathematics for Engineering 1

본 강좌는 미분적분학및연습Ⅰ과 미분적분학및연습Ⅱ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서 실제로 응용
되고 있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전공 이해에 필요한 고등 수학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수학적 사고력
과 연습을 통해 공학 현상을 수학적 문제로 모델링하고 그 해결능력을 길러 전공에의 응용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강좌는 미분방정식론과 변환이론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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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26 공학수학 2 Mathematics for Engineering 2

본 강좌는 미분적분학 및 연습Ⅰ과 미분적분학 및 연습Ⅱ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전공 이해에  필요한 고등 수학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수학적 
사고력과 연습을 통해 공학 현상을 수학적 문제로 모델링하고 그 해결능력을 길러  전공에의 응용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강좌는 벡터해석학, 복소해석학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다.

PRI4027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이 강좌는 컴퓨터과학 및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수학적 기본개념과 기초이론들을 학습하는 과목으로서, 
논리, 집합, 알고리즘과 분석, 이산확률, 그래프, 트리, 부울대수, 유한상태기계 등의 개념과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PRI4028 생물학개론 Introduction to Biology

생물의 기본적인 지식과 응용하는데 생물을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세포 또는 분자수준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PRI4029 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hysics

고전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자연과학 또는 물리학에 관한 교양으로서의 지식을 습득한
다. 그리고 역학 분야에서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연 현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서를 얻고 
물리학의 기본 출발점을 알게 될 것이며, 전자기학 분야에서는 우리 생활과 접하게 관련된 전기, 자기 
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공부하며, 또한 열역학 분야에서는 열역학 법칙들을 근거로 열기관에 대하여 
학습한다. 

PRI4030 화학개론 Introduction to Chemistry

화학전반에 대한 기초이론, 법칙, 반응 및 변화의 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원자, 분자의 세계, 기체, 
액체, 고체, 결합의 원리, 생활과 화학 및 그 이용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시켜 창의적 사고능력을 
유도한다.

PRI4033 지구환경과학 The Earth and the Environments

본 강좌에서는 도시 인구 집중화, 무절제한 농약사용과 공장폐수로 인한 상수도원의 오염, 석탄 석유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의 대기오염, 
핵실험과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화학물질 첨가로 인한 식품오염, 선박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과 같이 지구 환경이 오염되며 파괴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의 주체인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와 지구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의 세부적인 환경 대상에 
대한 오염 현상 및 방지책과 인구, 식량,  자원에 관한 환경문제, 환경윤리, 환경경제, 환경행정, 환경교육, 
환경운동 등과 같은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게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발생원인과 이에 관한 방지책의 기본원리를 숙지토록 하고자 한다. 

PRI4035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Programming and Practices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실습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분야
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며 유용한 언어를 선택하여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그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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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36 수치해석및실습 Numerical Analysis and Lab

본 강좌는 효율적인 공학문제를 컴퓨터와 수치해석을 이용한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키운다. 

PRI4037 컴퓨터응용 Computer Applications

컴퓨터 활용능력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이해와 연습을 통해서 향상되
므로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컴퓨터 응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 및 실습한다. 

PRI4038 비쥬얼프로그래밍 Visual Programming

공학 분야의 응용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쥬얼베이직 언어에 관한 내용들을 배워 
실제 주어진 문제들을 프로그램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된 비쥬얼 
베이직의 기능을 소개함으로써 고급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PRI4039 인터넷프로그래밍 Internet Programming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웹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 작성 언어를 공부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학습하며, 서버 측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공부한다. 

PRI4040 기술과사회 Technology and Society

기본적으로 공학교육인증 목적을 위하여 개발된 교과목의 특성을 존중하여 인류가 개발한 기술이 역사적으
로 인류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왔으며, 현대사회가 기술진보와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한
다. 생산력을 위한 기술과 삶의 질을 위한 기술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사회적 
환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술진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한다. 본 강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발전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엔지니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해토록 하며, 전문기술
직으로서의 엔지니어의 사회적 행위규범과 올바른 직업윤리관을 형성토록 한다.

PRI4041 공학경제 Engineering Economy

공업투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문제들은 각 대안별로 각종 비용이나 수익과 같은 현금의 흐름이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마련이며 현금의 유입 유출량이나 발생시점도 각기 틀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
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면 올바른 대안의 평가와 선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학경제에서는 장차 엔지니
어로서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나 투자안의 경제성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초적 경제개념과 현금흐름분석기법, 제반 의사결정기준 등에 대해 
공학 분야의 다양한 적용 예를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PRI4043 공학법제 Legal Issues in Engineering

산업, 과학 및 기술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양을 개발한다. 
특히, 법학의 기초, 민법총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과학기술기본법,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법, 정보화 촉진기본법 등을 다룬다.

PRI4046 기초수학(인문) Precalculus

이공대를 진학한 학생들 중 대학과정의 기초인 고등학교과정에 있는 수열과 초월함수를 배우지 않았거나 
충분히 습득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적분학을 접하는데 어려움
을 격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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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48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인간은 7백만 년전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그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해왔으며, 동시에 에너지를 사용하여 
주어진 환경을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개조해왔다. 즉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이 제공해주는 것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기상이
변이라는 인간의 생존기반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한한 에너지가 이제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근본적이고도 다층적 노력을 해왔으며, "지속가능발전"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을 위해 제시된 지속가능 발전의 내용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이다. 

PRI5001 영어작문 English Composition

Writing  is a means for thinking, a method of developing ideas and of fleshing out  arguments. 
Recent research in writing suggests that students write more  freely and creatively when their 
writing emerges gradually from a number of  sources of insight such as reading material, class 
discussions, and a  teacher's individual attention. 

PRI5002 TOEIC영어 TOEIC English

실용적인  영어교육, 특히 취업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시험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함을 그 주요 목표로 
하며, 요즘 우리 사회의 취업전선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토익영어에 대한 실전 문제풀이와 
해설을 통해 집중적으로 실용적인 시험영어를 강의하고자 한다. 

PRI5051 시사영어 Current English

제2 외국어에 대한 정확한 읽기 능력을 통해서 현재의 영국과 미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
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치학으로부터 경제, 예술, 스포츠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통해서 
전반적인 서구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고, 문화적 현상 뒤에 내재해 있는 인간 삶의 
총체적 면을 파악하게 하여 학생들의 직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RI5068 Advanced Academic
Readingand Discussion Advanced Academic Reading and Discussion

이 과목은 학생들의 읽기능력과 기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은 단순한 읽기 그리고 
요약이 아닌 학생들이 비평적 읽기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여러 분야의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달성 할 것이다. 이 과목은 영어 강의 이며 이 과목을 수행하고자하는 학생은 고급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PRI5069 Advanced Academic
Listeningand Discussion Advanced Academic Listening and Discussion

이 과목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영어 듣기실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여러 종류의 
발표를 통한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대학 생활의 성공을 위해 요구 되어지는 듣기 기술을 함양하는데 
있다. 여러 종류의 진정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영어 강의 듣는 방법 그리고 필기 방법이 연습 되어 질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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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5070 Science Writing Science Writing

이 과목은 과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독해 그리고 어휘능력, 생각의 체계화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학 생활에 유용한 여러 종류의 글쓰기 방법이(서술적, 순서적, 비교/대조, 그리고 분류
적)  제공 될 것이다.  학생들은 보고서 계획을 세우고, 작성하고, 발표 할 것이다. 이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잘 구성된 문단과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PRI5071 Advanced Academic Writing Advanced Academic Writing

이 과목은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능력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에세이 작성 시 필요한 성공적인 
기술 그리고 완벽한 논제 쓰는 방법과 다양한 종류의 (인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에세이 쓰는 방법에 
초점을 둘 것이다. 

PRI5073 Current Issuesand Discussion Current Issues and Discussion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language skills for effective discussion and  debate through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Students 
will get chance to improve their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and discuss their opinions orally, 
in an  effective, coherent and organized way.

PRI5074 English through Films English through Films

Improve  all aspects of English using different films. Focus on speaking, listening  and reading. 
New vocabulary will be introduced every week.

PRI5075 Academic Writing Academic Writing

Students  will build competence in writing paragraphs. Students will gain confidence in  writing 
well-structured essays.

PRI5076 Business Writing Business Writing

This class will expose students to the various forms of written communication that is done in 
the business world. Although this class is a writing class,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in English the good and bad points of th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writing.

PRI5079 English Conversation 3 English Conversation 3

1. To improve students’ command of spoken English, by providing frequent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2. To build on students’ vocabulary and increase their range of expression.
3. To review and practice necessary grammar structures.
4. To improve students’ listening skill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a wide range of spoken texts.
5. To upgrade students’ writing skills. Students will practice writing e-mails, letters and simple 

paragraphs.
6. To enhance students’ reading skills with a variety of magazine-type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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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5080 English Conversation 4 English Conversation 4

1. To improve students ’command of spoken English, by providing frequent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2. To build on students’ vocabulary and increase their range of expression.
3. To review and practice necessary grammar structures.
4. To improve students’ listening skill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a wide range of spoken texts.
5. To upgrade students’ writing skills. Students will practice writing e-mails, letters and simple 

paragraphs.
6. To enhance students’ reading skills with a variety of magazine-type texts.

PRI5081 중국어(초급) Basic Chinese

이  강좌는 중국어에 처음 입문하는 초급학습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기초적인 중국어 회화와 이에 
필요한 발음·단어·문자(簡化字)·문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이 강좌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위주로 하며, 이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는 실제의 중국어 환경에서 적절한  기초중국어 회화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언어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PRI5082 중국어(중급) Intermediate Chinese

이 강좌는 ‘기초중국어’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최소 4개월 이상 중국어를 배운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강좌는 학습자들이 정확한 문법과  단어를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각종 상황에 맞는 중급 수준의 
중국어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PRI5083 일본어(초급) Basic Japanese

본 강좌는 일본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중 히라가나부터 학습한
다. 고교에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한 학생들을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기초부터 학습할 
수 있는 강좌이다.

PRI5084 일본어(중급) Intermediate Japanese

　초급 일본어 학습의 후반부분에 해당되는 과목이다.

PRI5085 독일어(초급) Basic German

독일어를 전혀 배워 본 적이 없는 학생을 위한 과목으로서, 기본적인 낱말을 손쉽게 습득하면서 말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발음부터 기본적인 문법까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RI5086 독일어(중급) Intermediate German

독일어에 대한 약간의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을 위한 과목으로서, 독일어권 유럽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독일어자료를 활용하여 생활 독일어 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독일어권 유럽인의 삶과 문화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RI5087 불어(초급) Basic French

1. 프랑스어의 발음과 기초문법
2. 언어에 얽힌 프랑스 문화 소개    
3. 실제 생활에 유용한 기초 회화능력을 기른다.
4. 프랑스 문화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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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5088 불어(중급) Intermediate French

1. 프랑스어의 발음과 중급문법
2. 언어에 얽힌 프랑스 문화 소개    
3. 실제 생활에 유용한 기초 회화능력을 기른다.
4. 프랑스 문화의 소개 

PRI5089 러시아어(초급) Basic Russian

1. 러시아어의 읽기 쓰기 듣기를 학습한다.
2. 기초 회화부터 자기소개를 할 정도의 러시아어를 습득한다.    
3. 러시아 사회, 역사,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취업과 사회활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PRI5090 러시아어(중급) Intermediate Russian

1. 러시아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2. 현대 러시아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습득한다.
3. 러시아 사회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취업과 사회활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PRI5091 스페인어(초급) Basic  Spanish

1. 스페인어 기초 문법을 다져 문장구조를 익힌다.
2. 단어 및 표현을 회화 연습과 병행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상황에서 기초 회화가가 능하도록 한다.
3. 영상자료를 통해 스페인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4. 듣기 연습과 그룹 활동을 통해 말하기 skill을 배양한다.

PRI5092 스페인어(중급) Intermediate Spanish

1. 스페인어 기초문법을 다져 문장구조를 익힌다.
2. 단어 및 표현을 회화연습과 병행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상황에서기초 회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영상자료를 통해 스페인어권 문화에 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의사소통능력을기른다.
4. 듣기 연습과 그룹 활동을 통해 말하기 skill을 배양한다. 

PRI5093 아랍어(초급) Basic Arabic

1. 아랍어 알파벳, 숫자, 기초 생활어휘(표지판, 관용구) 숙지
2. 아랍어 인사말과 기초 생활아랍어 숙지
3. 아랍 이슬람 문화 이해

PRI5094 아랍어(중급) Intermediate Arabic

1. 아랍어 알파벳, 숫자, 기초 생활어휘(표지판, 관용구) 숙지
2. 아랍어 인사말과 인사 예절숙지
3. 아랍, 아랍인, 중동, 이슬람의 의미와 개요 파악
4. 아랍 이슬람문화(기층문화 ,건축, 음악, 미술, 언어와 문학 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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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5095 교양한문 Basic Readings in Classical Chinese

한국어 어휘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를 이해하는 것은 한문의 문화적 맥락을 아는 것과도 
같다. 한문은 과거 한자문화권의 공통언어로서 그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구실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문에 
대한 이해는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강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한자, 한자어, 기초 한문 익히기.
2. 한국을 포함한 한자문화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한문강독.

EGC1004 선과인간 Seon and Human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인간의 심성은 갈수록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본 강좌는 상실된 자아를 찾아  인간성을 회복하여 사회와 인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GC1052 좌선법의이해와연습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Buddhist Meditation

역사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명상법인 좌선수행법의 이론과 방법의 이해를 통해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삶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관조적 자세를  배양한다.

EGC1053 요가와자아탐구 Yoga and Self-realization

‘요가’란  명상(定)에 의해 참다운 나와 실재에 대한 인식(慧 혹은 智)에 이르는 이론과 실천법으로서, 본 
강좌는 힌두요가, 불교요가, 더 나아가  선불교까지 포함한 보편적 의미의 요가에 대해 교수함으로써 학생
들의 자기발견과 자아실현을 돕고자 한다.

EGC1056 영화로보는불교문학 Buddhist Literature through Movies

본 강좌는 선별된 영화를 통해 그 속에 나타난 일상적 삶속에서의 불교적 사고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강좌는 두 가지 종류의 영화, 즉 불교적 사고와 의미를 현대의 일상 속에서 표현하는 한국영화와 인도의 
사회, 인도인의 삶과 종교를 표현하고 있는 인도영화를 두 축으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표현된 내용을 
오늘의 시각으로 살펴본다. 

EGC1057 심리치료와불교 Psychology and Buddhism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고민과 성격적 문제를 불교의 심신치유의 방법들을 
통하여 해결해나간다. 심신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교의 여러 
가지 명상법으로 접근해나간다. 또한 개별적 심신수련을위하여다양한성격을유형화하고,몸 느낌 마음법의 
범주에 따라서 명상법을 익히고 현실에 적용해 본다. 

EGC2001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에 관한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좌. 한국문학의 대표적 명작강독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역사, 
한국문학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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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2002 서양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Western Literature

인간의 존재상황(human predicament of existence)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영미, 
프랑스, 독일의 시문학 그리고 현대의 부조리 문학에 이르기까지 서구인들이 이를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살펴본다. 대부분의 인간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자기의 처지를 충분히 파악하
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간다. 그리하여 자신의 시공간상의 유한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문학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나 시에 나타난 화자들은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타자(자연) 사이에 벌어져 있는 도저한 심연에 현기증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그리거나 노래한다.  강의 
소개 포함하여  첫 5주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시문학을 소개한다. 그 이후 9주 동안은 그리스의 
비극을 비롯한 소설, 희곡 작품의 통독에 초점을 맞춘다. 

EGC2003 언어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Linguistics

언어학의  하위부문에 해당하는 문법론, 의미론, 음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GC2004 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Logic

논리적 사고나 추론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사고나 추론을 하는 것이다. 타당한 사고나 추론을 분간해주는 
원리와 방법을 익힌다. 

EGC2005 한국사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나날이 고속화 급변화 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 역사가 지닌 소중함과 중요성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진단해본다 .한국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과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사회와 세계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나아가 미래사회
의 안목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EGC2006 동양사의이해(理解) Understanding of Asian History

동양의  전통 문화와 그 역사를 쉬우면서도 흥미 있게 강의함으로써 서양에 대한 동양 역사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며,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GC2007 서양사의이해 Understanding European History

서양사의  학문적 특성과 사회 경제적 성격을 이해하고 시대구분에 의한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역사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서양 문화에 관한 제 학술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역사학계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GC2008 윤리학개론 Introduction to Ethics

도덕판단과 관련된 기본적인 윤리학설과원리들을 소개하고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인 윤리문제들을 
검토한다. 

EGC2009 예술론 Theory of Arts

예술전반의  의의와 개념들을 파악하여 예술적 안목을 기르고 창조적 발상의 기틀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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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2011 인류학개론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본  강좌에서는 인류학의 학문적 위치, 타학문과의 관계, 인류학의 특성 및 하위 분야, 인류학의 방법론, 
현지조사의 탐구, 인류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국제사회에서의 서로 
상이한 문화 접촉, 충돌 등의 문제 탐구, 경제 행위, 종교 행위 등의  다양성 인식 및 이해, 인류학과 
제3세계, 제4세계와의 관계, 현대 사회에서의 인류학적 문제 및 인류학을 통하여 본 미래 사회의 조명 
등이 주요 개요로 다루어질 것이다.

EGC3001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Science

교양으로서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의 기초이론과 법학의 각 분과 즉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등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법적 사고력(Legal 
mind)을 길러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GC3002 매스컴과사회 Mass Communication & Society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90년대에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 방송과 더불어 기술의 급속한발 
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로서 뉴미디어,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대중들로 하여금 매스미디어를 새롭게 접근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강의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스컴의 개념과 과정을 정의하고, 매스컴의 다양한 존재 형식들을 살펴보고, 매스컴
과 사회 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매스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한다. 

EGC3005 광고의이해 Understandings of Advertising

광고학의 중심적인 개념들과 이론을 습득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사례를 접목해봄으로써 광고와 
관련된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배운 개념을 활용해 사례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EGC6002 소설과문화비평 Fiction & Culture Critics

국내외의 소설 읽기를 통해 소설론과 현대의 다양한 비평이론을 이해하고, 더불어 동시대의 현대문화에 
대한 비평적인 안목을 연마한다. 

EGC6003 우리의옛시이야기 Readings of Korean Classical Poetry

한국문학의 고전적인 국문시가 및 우리 한시를 감상하여 옛시의 양식적 정서적 특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옛 시가에 반영된 전통적 정서를  환기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사유양식을 
이해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GC6004 삼국유사의이해 Understanding Samguk Yusa

우리 나라의 대표적 고전 중의 하나인 삼국유사의 심층적 읽기를 통해서 역사 종교 문학 미술 민속 등 
한국고대문화의 원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

EGC6005 연기와자기표현 Self-expression through Acting

기초적인 연기 훈련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
여 자신감을 기르며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원활히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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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6006 영화의이해 Understanding Cinema

영화의  탄생배경과 역사 그리고 그 영향력을 연구하여 영화의 사회, 정치적 기여도를 알아본다.

EGC6007 한국미술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Art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미술에 대한 시대상황 및 중요 작품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고찰하여 
한국미술의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케 하며, 예술적 교양 함양과 작품의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EGC6008 운동과건강 Sports and Health

과학 문명의 발달로 오늘날 인간에게 미치는 움직임 자체는 극도로 소극적인 행동반경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건강한 삶을 영위키 위해 시대적으로 필요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의 실제 장을 
제공한다. 

EGC6011 유･불･도철학의이해
Understanding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본 강좌에서는 서양의 사유 양식이 갖는 한계를 대체하고, 인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새로운 
틀로서 동양의 사유 양식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며, 최근의 환경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들을 
바라보는 동양의 시각이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것인지 에도 관심을 갖고  현실에 발 딛고 서 있는 실존의 
문제를 동양의 시각에서 다루어 본다.

EGC6013 현대사회의철학적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odern Society

현대의  중심된 정치 및 사회이론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한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이론 및 자유, 평등, 정의, 국가 등에 대한 고찰을 한다.

EGC6015 한국의전통문화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한국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들여 오늘날
의 모습으로 전해져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의 복합성과 유구성을 인식하
게 한다.

EGC6017 국제정세의변화와한국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nd Korea

국제정치사를 중심으로 약2세기에 걸쳐 형성되었던 세계질서의 형성 ,변화, 위기 및 붕괴에 이르는 제 
과정을 개괄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EGC6021 사회복지의이해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사회복지와  사회정책에 관한 일반이론과 한국 사회에서의 구체적 복지제도화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
여 보고, 한국적 복지 국가 성립에 관한 문제와  가능성을 이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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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6022 인간형성론 Theory of Character Formation

인간형성론은  인간이 한 인격으로서 성장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체계화하기 위한 강좌이다.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교육체제 이외에도,  인간 삶의 전 과정이 인간형성의 동인과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적 삶을 환언하면 교육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실은  일종의 자각적 
현실로서, 이의 통찰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와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강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설되었다.

EGC6023 환경과생명 Environment and Life

환경과  생명은 자연과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대적인 지식, 환경활동 
등에 관한 현대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파괴로부터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 및 유지, 
보수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한다. 

EGC6025 현대사회와법 Law for Modern Society

본  강좌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법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법적 인간상의  정립과 준법정신 함양 및 실생활에 필요한 법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EGC6029 식생활의이해 Diet and Health

식생활과 건강을 소개함. 식품 섭취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잘못된 식생활은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강좌를 통하여 식품의  근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EGC6030 인권과사회 Human Rights and Society

현대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은 그 다양한 용도에 비하여 아직도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다. 인권은 
통상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라고 지칭된다. 법학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형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가 보장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로 간주되고 그러므로 인권은 당연히 법적 권리성을 
가진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여, 국.내외적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그것은 비단 자신의 권리 즉 인권 
추구를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권 배려의 자세를 함양하게 하여 결국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따라서 국제사회발전의 초석으로도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권의 세계성
이 내재한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은 품격 있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조
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과정은, 
1)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각종 인권조약 등 인권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2)개별적 인권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인권의식을 함양하며, 3)현재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수준의 논의를 일별하고, 4)수강생들로 하여금 개별적 사회현상에 대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정을 통하여 수강생들에게는 인권의식 수준을 고양하고 무엇보다도 제반 사회현상을 인권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이 함양되기를 기대한다. 

EGC6052 시와예술적상상력 Poetry and Artical Imagination

현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대중문화 
등 예술문화와 철학, 역사, 정치, 경제, 윤리 등 인문학에 대한 일정 정도의 소양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래 현대시의 주요 성과들을 중심으로 타 예술문화 및 인문학과의 연관성 및 교섭과정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현대시의 주요 쟁점 및 방향에 대해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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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6053 드라마와문화 Modern Drama and Contemporary Culture

본 강좌는 연극(희곡), 영화(시나리오), TV드라마(대본) 등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극예술로서의 드라마 개념 및  형성소와 형성원리에 대한 이론 학습과 탁월한 완성도를 지닌 여러 편의 
드라마 텍스트 강독 병행을 통해 현대 드라마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감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GC6056 한미관계:과거,현재,그리고미래 The Korean-American Relations:Past, Present, and Future

본 강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러 한미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시기에 한미관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향후 21세기 한미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EGC6058 서양미술의이해 Understanding Western Art

서양미술의  성립과정과 시대적 배경을 개괄하고 중요한 미술작품과 작가들을 고찰하여 서양미술의 대체적
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EGC6062 철학의기본이해 Basic Understanding of Philosophy

일상적으로 흔히 제기되거나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전통적 철학과 연관 지어 다룬다.

EGC6064 현대사회사상 Theories of Modern Social Thought

본 강좌는 인문학 전공 기초적 성격을 지닌 강좌이다. 20세기 사회사상의 흐름을 개관함으로써 현대 철학 
사회이론의 핵심적인 논의를 파악하고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 교과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20세기 학문사의 중요한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20세기  철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의 주요 이론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GC6065 성문화의역사적이해 Historical Understanding of Sexual Culture

성(性) 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계속되어지는 오늘날 금기시되던 ‘성(性)’을 모든 분야의 사회문제와 관련하
여 토론함으로써 성(性)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 ‘성’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EGC6066 동서문화의교류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본 강좌는 기본적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깊고 넓은 안목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양(아시아)과 서양(유럽)문화의 발생 배경과 함께 양문화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교류하였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GC6067 역사란무엇인가 What is History and Histography

역사  발전과 현실에 대한 보편타당한 견해와 건전한 비판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서양의  주요한 역사 저작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의
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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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6070 현대사회와범죄 Modern Society and Crime

현대에 이르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EGC6072 북한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North-Korean Society

북한사회의 이해는 분단50년이 지난 현재 북한주민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북한의 정치체제, 주체사상, 경제체제, 사회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북한 
영화감상, 북한 소설읽기, 탈북자와의 만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북한사회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북한
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 현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질화 극복의 방향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고 
자한다. 

EGC6074 여성학 Theory of Women's Studies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여성과 남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재조명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과 ‘여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실천적 과제를 끌어내고자 한다.

EGC6075 인간행동의이해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이 강좌는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소개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심리학의 전반적인 연구영역, 이론적 관점, 인간발달, 
학습, 동기, 인지작용, 적응 등과 같은 인간행동의 기본 기제에 관련된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소개한다. 

EGC6076 지구와우주 Earth and Universe

우주 공간상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를 인식하고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지구, 인간의 의미와 
그 미래에 대해 조명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를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지구의 탄생, 변화, 
그리고 그 미래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환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GC6077 건축과주거환경 Architecture and Housing Environment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수강자에게 건축문화와 기술, 주거생활과 주택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장차 
사회각계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추게 한다.

EGC6080 식생활과건강 Food and Health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식생활이다.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들
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과 음식물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각종 성인병과 영양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함으로서 
전 생애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대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함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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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6085 실크로드와불교문명 Silk Road and Buddhist Civilization

실크로드란 예로부터 중국의 비단과 관련된 동서교통로를 총칭하는 말로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실크로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바다와 육지를  거쳐 아시아와 서구가 최초로 만나는 길이었다. 교역
의 길로 탄생한 실크로드는 아시아와 서구의 문화가 만나고, 충돌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다. 실크로
드를 통해 전파된 불교는 인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아시아 각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전파가 아시아 문명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적인 동서 문화 교류의 현장을 밝히고자 한다.

EGC7002 정보기술의이해 The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시스템의 기반인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회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지식사회에서 정보
기술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학습한다. 본 강좌는 사이버 강의를 통한 이론적
인 학습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정보사회와 기업이 정보기술을 기업경영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공부한다.

EGC7004 수영 Swimming

수영의 기능과 지도법을 충분히 익히고 물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통해 건강, 여가생활, 예절의식, 안전관
리를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EGC7006 골프 Golf

대중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실기 수행능력과 기본적 지식을 숙지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EGC7009 댄스스포츠 Dance  Sports

댄스 스포츠는 예술과 스포츠 영역을 포괄하는 종목으로 요즘 생활 체육의 한 분야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댄스 스포츠의 보급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도모하며 대학인으로서
의 교양적 자질을 갖는데 의의를 둔다.

EGC7012 배드민턴 Badminton

배드민턴의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경기규격 및 규칙 등을 습득하여 다른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GC7013 탁구 Table Tennis

탁구의 기본자세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 Forehand stroke, Short, Cut을 중심으로 해서 탁구 전반에 
걸친 기술습득과 탁구에 필요한 민첩성, 순발력, 반사능력, 판단력을 길러 준다. 또한 탁구경기의 규칙을 
익히며 탁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길러준다.

EGC7014 농구 Basketball

농구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해시키고 기본 기술 및 수행 능력을 갖게 한다. 또한 농구 경기의 
심판법 및 운영 능력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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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7015 호신술 Hosinsul

호신술을  통하여 유사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위험을 미연에 봉쇄 할 수 있는 기술습득과 체력강화하고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방어능력과 자신감고취하고자 한다.

EGC7016 택견 Taekkyon

택견에  대한 기초 이론과 기본동작의 교습과 택견 경기 지도의 실제를 학습하여 향후 중등체육 교과과정에
서 택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기초역량 배양한다.

EGC7017 태권도 Tae Kwon Do

태권도의  전반적인 습득보다는 현실 감각에 맞는 맞고 차고(self defence)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각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레벨을 파악하여 맞춤식 수업 진행을 목표로 한다.

EGC7020 JAVA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본  강좌에서는 프로그래밍 실습에 중점을 두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연산자, 자료형, 문장 등과 같은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클래스, 예외, 스레드와 같은 고급스런 
기법을 학습한다.

EGC7021 검도 Kum Do

검도의 기초와 수련을 통하여 전문 과정에 접근토록 하고, 인간생활에서의 혼에 대한 예술 문화적 접촉을 
통하여 예와 정신적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케 한다.

EGC7025 컴퓨터그래픽디자인입문 Introduction of Computer Graphic Design

1.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포토그램, 포토그라피, 영상 디자인 등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의 활용영
역에 대하여 학습한다.

2.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에 필요한 형, 색, 레이아웃 등 기초 조형원리를 다양한 사례감상을 통해 알기 
쉽고 흥미 있게 학습한다.

3.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 기반 그래픽의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를 이해하고 드로잉 툴과 페인팅 툴의 특징에  
따른 다양한 실습 결과물을 제작·실험한다.

EGC7026 기술창조와특허 Technology Invention and Patent

발명을 통한 기술창조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며, 발명의 법적 보호방법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사고함양을 목표로 한다.

EGC7028 고고학에의초대 Invitation to Archaeology

21세기 전지구화 시대, 문명과 문화의 교차점에 서있는 현 단계에서 고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고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와  흥미는 무엇인가? 이 과목은 신비로운 인간의 근원과 흥미로
운 생활을 고고학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한다. 숨겨져 있는 고고학적인 발굴내용과  의미를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소개한다. 이 강의를 통해서 고고학이 현대사회에 제시하는 도전과 열려있는 가능성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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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7029 고대동아시아속의한일관계 Korea-Japan Relations in Ancient East Asian History

고대 한일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속에서의 한일관계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본다.

EGC7030 불교문화재산책 Survey of Buddhist Relics

1. 불교이론과 불교문화재의 상관관계 검토
2. 불교 문화재 관련 사료의 올바른 이해 및 분석능력 증진      
3. 구체적인 불교문화재 예시를 통한 미의식 발견과 합리적 논리 전개, 감상 안목 향상 방법 제시

EGC7031 불교와마음의과학 Buddhism and Science of Mind

1. 생명 현상과 마음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고찰함.
2. 불교의 마음 개념과 인지 과학적 마음 개념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함.
3. 환경과 생명체의 연기적 관계를 고찰하고 일심(一心) 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함.

EGC7032 인도의신화와예술 Indian Myths and Art

1. 인도 신화의 기원과 발달에 대하여 교재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2. 다큐멘터리와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인도의 신화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은 불교신화 및 설화, 그리고 건축과 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 등 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GC7033 명상과 마음 치유 Meditation and Healing Mind

이 강좌는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중심의 명상법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조절 
능력과 집중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익힌다. 명상을 통하여 불필요한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조절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여 개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익힌다. 명상을 통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궁극적으
로 나를 넘어 참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행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GC7034 식품산업과경제 Food Industry and Economics

본 강의는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둘러싼 주,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농업 및 식품산업이 처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바람직한 농업 경영체의 육성 및 식품산
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 가공산업 및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 및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식품관련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EGC7035 세계의음식문화 Food Culture around the World

1. 식문화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지역분포에 따른 세계의식문화의 특징을 이해
2. 세계의 공통된 식품과 음식의 기원 및 전파를 알아봄
3. 우리 고유의 전통식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
4. 각 민족마다의 식생활 문화를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으로 분석하여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EGC7036 식물과생활 Plants and Human Life

1. 인류 역사와 식량자원의 발달 및 식약용 자원의 종류 및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한다.
2.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발전 및 각종 GMO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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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7037 영화로보는의학생명과학이야기 Stories on the Medicine and the Life Science in Films

1. 생명과학과 의학이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추 성장 동력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바, 
초학제적인 관점에서 알아야할 의학 및 생명과학에 관한기본적인 교양습득

2. 타계열 대학생들에게도 의학생명과학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통섭적인 관점에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제공
하고, 미래의 의학생명산업시장의 특성을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

3. 향후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의학생명공학의 발전이 이끄는 미래의 혁명적인 변화들에 대해 좀 더 효과적
이면서도 조화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

4. 향후 다가올 웰빙 시대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의학적 기초지식을 습득

EGC7038 인간과기술문명 Human and Technical Civilization

1. 기술문명이 발전해 온 역사를 이해
2. 현대 기술문명의 토대를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름
3. 한국의 미래 기술문명에 대한 주관 형성

EGC7039 숲과문화 Forest and Culture

1. 일반인들이 숲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 강의
2.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산림분야 전문 직종 소개(유엔 국제산림분야 외교관)
3.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산림을 관리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 소개(기업 경영)

EGC7040 자연과환경 Nature and Environment

1.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존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자연환경과 연관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의 내용을 공부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힌다.

EGC7041 의약품개론 Overview of Drugs and Pharmaceutical Development

1. 의약품의 역사에 대한 이해
2. 의약품의 개발 및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
3. 의약품의 작용원리 및 사용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

EGC7042 음악예술의철학적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usical Art

1. 음악예술의 기원과 전개과정에 관해 일별한다.
2. 음악의 본질적 특징들을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미학적 차원에서 다루어, 음악이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지점을 확인한다.
3. 여러 음악 미학이론들을 살펴본다.
4. 음악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활용의 역사를 작품 및 장르별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한다.
5. 음악예술에 있어 작곡, 연주, 감상의 관계를 미학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6. 레코드 및 동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현대 음악장르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감상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EGC7043 미디어와글쓰기 Media and Writing

1. 글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표현을 연습한다.
2. 필자(화자)와 독자(청자)의 소통의 원리를 이해한다.
3. 다양한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표현과 수사법을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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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7044 컴퓨터활용과실습 Computer Application & Practice

MS Excel를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MS Power Point를 이용하여 발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배양 

EGC7045 동양미술의감상 The Appreciation of Oriental Arts

1. 한국, 중국, 인도 등 근현대 미술작품 감상을 통하여 동양미술의 심미적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동양문
화의 정신세계와 고유성을 아울러 파악하도록 한다.

2. 개별문화를 지역적인 문화로만 파악하기보다는 지역 간의 영향관계에 보다 초점을 두어 보편성과 특수성
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를 아울러 파악한다.

EGC7046 미국의사회와문화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1. 영어 사용 국가인 미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영어 사용 능력을 높인다.
2. 미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여,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비교 학습한다.

EGC7047 유럽의사회와문화 Understanding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서양문화(영어권국가)의 근원인 유럽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영어 사용 능력을 높인다. 유럽사
회와 문화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며, 한국문화와 유럽문화를 비교 학습한다. 

EGC7048 대학기초수학 Contemporary Calculus

초월함수의  성질과 미적분학 기초, 행렬 등을 공부한다.

EGC7049 통계의이해와활용 Learning from Data

각 사회에서 생성되어 on-line과 off-line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계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기초 통계이론과excel을 이용한 통계분석법을 공부한다. 특히 다양한on-line포탈사이트에서제공하는여
러종류의자료를다운로드하여자료의 통계적특성에맞게요약하는방법을공부하고,이 요약된 정보를 이용하
여 통계적 추정과 검정법을 공부한다. 통계학의 수리적 이론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통계분석법
을 습득한다. 

EGC7050 기초생리학 Basic Physiology

1. 생명을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들의 생화학적 이해
2. 생리학에서의 중요한 이론 설명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생리학적 고찰

DEV0001 비즈니스프리젠테이션 Business Presentation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및 준비 Process별 실무 기초교육으로 설득력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스킬을 익혀서 프리젠테이션의 질을 향상 시킨다. 

DEV0002 인간관계향상 Improving Human Relationships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 종류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교류분석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간관계 진단을 통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을 실례를 들어 강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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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0003 문제해결과의사결정 Problem Solving & Decision-Making

우리의  삶은 곧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활의 터전이 되는 직장은 모든 
문제의 집합체이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각자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강좌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선택하여 
의사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DEV0004 진로설정과경력개발 Career Goal and Development

21세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관리를 하기위한 
기초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교양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자질과 역량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직업 현장과 비즈니스 현실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갈등을 살펴봄으로써 직무수행
을 위한 정신자세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과 미래 직업의 선택, 자아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경력  개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개발, 다양한 Soft Skill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DEV0005 취업실전특강 Seminar for Basic Job Performance

3-4학년에서  꼭 익혀야 할 취업에 필요한 실직적인 정보(채용동향 분석 점검 및 취업전략 수립)에 대해 
이해하고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전략,  프리젠테이션 스킬, 이미지 메이킹 등)을 습득하여 
졸업 후 희망하는 직장에 진출한 후 전문가 및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목이다.

DEV0006 21세기Leadership(경제사회) 21st Century Leadership(Eco&Soc)

정부 고위관료 및 대기업 CEO 등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걸어온 길, 다양한 경험,  앞으로의 꿈 등을 소개한다. 또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덕목, 
사회 환경의 변화추세 및 새로운 방향 모색 등 현장 중심의 강의를  통해 학업 및 인생 목표를 설계하려는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모교 출신 선배의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한다.

DEV0007 21세기Leadership(과학기술) 21st Century Leadership(Sci&Tech)

21세기 과학 기술의 다양한 발전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 현시대가 요구하는 폭넓은 안목과 균형감각을 
두루 갖춘 과학기술인 으로서의 자세를 안내해주는  강좌이다.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과학도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인 으로써의 삶과 철학, 과학과 윤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EV0008 21세기Leadership(문화예술) 21st Century Leadership(Cul&Art)

21세기의 새로운 키워드로 급부상한 문화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관학과에서 진행 중인 이론 강의와는  별도로 문화예술 각 분야의 명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그들의 
생생한 현장 중심의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수강생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한다.

DEV0009 사회봉사1 Social Service 1

봉사활동은 사회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따뜻한 인간미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기실현의 기회를 찾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바탕이 된다. 이 과목은  사회봉사 체험을 통하여 
폭넓은 교양, 잠재적인 지도력개발, 타인의 인격존중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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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0010 사회봉사 2 Social Service 2

사회봉사1과 내용은 같으며, 사회봉사1을 취득한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다.

DEV0011 여성리더와의대화 Conversation with Woman Leader

21C 여성 리더들에게는 ‘일 아니면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형태보다는 가정과 사회, 개인의 내적인 
진실성 등 조화로운 삶의 성취가 더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현재 이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여성 리더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여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상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EV0012 여성의진로탐색과커리어개발 Woman's Career Research & Development

본 강좌는 여대생의 진로정체감 함양을 유도하여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과 진로능력을 향상 시키고 여대생
들의 사회적 관계망(social  relationship)확장과 진로 및 취업 네트워크를 강화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직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로 고학력 여성인력의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sustained employability)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DEV0014 리더십심화교육 Leadership Educa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익숙한 생각, 행동, 습관을 지속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지대에서 안주하며 살기에는 외부의 변화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 심화교육에서는 도전지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리더의 
조건들을 습득도록 할 것입니다.

DEV0015 21세기Leadership(취업과 CEO) 21st Century Leadership(Employment&CEO)

국내 우수 중견기업의 CEO를 강사로 초빙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본인의 경험 및 기업정보, 
업계현황, 채용정보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DEV0016 직무이해와 취업역량개발 Job 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Job Competence

이 강좌는 직무(총무·인사/재무·회계/영업·마켓팅/유통·생산관리/연구개발)의 이해, 직무별 세부사항, 취
업을 위한 역량개발, 미래 산업의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직무의 이해에서는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별 기술, 지식, 태도인 
직무 명세사항에 대해서 이해한다. 둘째, 취업역량 개발에서는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취업역량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실습을 통해 산업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과 미래 산업사회의 거시
적 안목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DEV0017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ies for Students

이 강좌는 대학생활이해 및 목표세우기, 학습진단, 학습전략, 발표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학생활이
해 및 목표 세우기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다른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의 특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노하우를 배운다. 둘째, 학습 진단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학습성격 유형과 학습전략 수준을 알아본다. 셋째, 학습 전략에서
는 인지전략, 노트 필기, 교재 읽기, 시험 관리, 레프트 작성법, 기억력 증진법, 토론 기법 등 효율적인 
학습법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발표기법에서는  실습을 통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PT 기법 및 
발표 기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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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0018 자기관리와비전설정 Self Management & Vision Plan

현대 사회에서 자기관리는 중요한 자질로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설계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기관리를 통한 
비전설정과 그에 대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DEV0031 Freshman Seminar
(윤리적인삶은행복한삶이다) Ethical Life and Happy Life

주위를 둘러보면 부도덕한 사람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윤리나 도덕’이란 단어는 기껏해야 
우리들의 일상적 삶을 구속하거나 위선적인 것으로 포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지나치게 ‘당위’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온 
한국사회의 도덕적 엄숙주의가 낳은 대표적인 폐해라고 볼 수 있다.이 세미나 시간을 통해 대학 신입생들이 
윤리적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고자 한다. 그렇다
고 하여 이 세미나 시간이 딱딱한 도덕 선생의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이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짓는 것은 
금물임을 명심하시라!!! 

DEV0045 Freshman Seminar
(생활 속의 법률이야기) Law and Life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서로 토의하고 현행 법률상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현대인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갖추게 함

DEV0051 비즈니스협상스킬 Business Negotiation Skills

비즈니스 협상스킬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협상 마인드와 스킬을 습득하며, 기업 활동에서나 일상적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한 Win-Win 협상 마인드 고취로 대인관계능력과 
셀프 리더십을 강화한다.

DEV0053 창의력개발 Developing Creativity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육이나 직장에서 배워왔던 지식이나 가치가 문제해결과정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나 지혜를 모색하게 된다. 본 
과정에서 창의력은 예술적 재능, 천재성이나 발명과 같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둔다.

DEV0054 Freshman Seminar
(생활속 저작권과 학교주변 문화체험)

Copyright in Life and Cultural Experience 
around the Dongguk University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학교 주변의 다양한 문화시설
을 체험 하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학창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DEV0055 Freshman Seminar
(법률용어 연구 세미나) Seminar on Legal Terms

디지털 시대에 법률정보에 대한 국내외 사이트를 검색하고, 각국의 법체계와 법률용어를 습득한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용어의 원천을 알아보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시민으로서 리더십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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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0057 Freshman Seminar
(만족스런 대학생활) Making the Most of College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는 담임선생님도 안 계시고, 조례-종례도 없고, 시간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도장 받아올 일도 없다. 모든 결정은 학생이 스스로 내리고 모든 책임은 학생 자신에게 있다. 
학생이면서 준사회인인 대학생으로서 4년을 어떻게 보내야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각자에게 맞는 답을 찾아본다.

DEV0062 Freshman Seminar
(수묵화의이해와전망) The Understanding and Prospect of Ink Painting

전통 수묵화의 이해를 통하여 현대미술의 전통성과 시대성을 확보하고 적용한다.

DEV9001 논증적사고특강 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사회의 변화와 함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2004년부터는 행정고
시에 2006년부터는 외무고시/공안고시/기술고시/입법고시에까지 1차 시험에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적성평가)가 도입되었으며, 6급 공무원은 PSAT로만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7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9급 공무원 선발에까지 PSAT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에서도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법학적성시험)가 주요  전형 요소이다. PSAT와 LEET는 
지식과 정보가 아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며, 측정하려는 사고력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사고력은  
논증적 사고력이다. 현대사회는 최소한 논증적 사고력은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연연
논증, 귀납논증과 관련된 논리학의  규칙들과 오류론을 기초로 한 고등 사고 능력을 활용하여 PSAT의 
언어논리영역 및 상황판단영역, LEET 추리논증영역의 논증적 사고 관련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분석하
고 풀이한다.





대학전공기초

개설교과목

교과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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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2001~6 Introduction to Humanities/Social Sciences/Engineering/Natural Sciences/Legal Studies/Education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explore the fundamental knowledge and theory of 
modern disciplinaries. This is an introductory level class designed to address the crucial facts 
of each of the disciplinaries. More importantly, this class aims at providing useful tips and 
information regarding successful academic life for freshmen. 
Therefore, first yea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each field listed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is class more assertively in order to become balanced and assertive freshmen in Dongguk 
University.

SSC2001 정치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정치학의 목적, 성격, 대상, 방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정치현상의 본질, 국가, 정치권력, 정치의
식, 정치과정, 정치사상, 정치제도, 정치발전, 국제정치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 및 방법을 강의한다. 

 개설교과목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대학전공기초

DUF 2001
DUF 2002
DUF 2003
DUF 2004
DUF 2005
DUF 2006

Introduction to Humanities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Engineering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s
Introduction to Legal Studies
Introduction to Education

1
1
1
1
1
1

1
1
1
1
1
1

대학전공기초

SSC2001
SSC2002
SSC2003
SSC2004
SSC2005

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학개론
행정학개론
국제통상원론

3
3
3
3
3

3
3
3
3
3

사회과학대학

 교과목해설

대학전공기초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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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2002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경제학개론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기초적 이론과 적용을 공부한다. 미시경제이론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그들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의 조건과 한계에 대해 이해한다. 거시경제이론에서
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경제변수들 및 그들간의 관계를 다루되, 경제활동에서의 정부정책의 역할을 같이 
살펴본다.

SSC2003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사회학에서 다루어지는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틀을 이해함으로써 
인간행동의 다양성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 사회 현상을 보다 폭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SSC2004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국가화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공공행정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문으로
서의 행정학에 관한 기초이론과 앞으로 행정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확립시켜 주는 데 본 강의의 
목적이 있다.

SSC2005 국제통상원론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통상학의 입문과정으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무역, 국제금융에 관한 기본이론과 시장구조를 소개하
고 국제기업의 활동과 전략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학부 교육과정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영상미디어대학

예술대학

약학대학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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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교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불교학부 사회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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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불교학부의 교육목표는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지혜

와 자비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학생들에

게 이론･교학과 실천･응용이란 두 가지 트랙에서 다

양한 전공 교과목들을 제공하여 지행합일의 진취적

인 인격을 연마하도록 한다. 불교학부는 범어, 한문, 

빨리어, 티벳어와 같은 필수 고전언어들과 불교학 

선학 인도철학의 주요 연구 분야들을 폭넓고 효율적

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학문분야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함과 아울러 현대사회와 교계

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분야의 다양한 

강좌들을 제공하여 불교적 인격과 소양을 갖춘 지도

자를 배출하는 것을 추구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불교학부의 주요 교육내용은 이론･교학과 실천･응
용으로 구분된다. 이론･교학의 경우 기존의 문헌학

적 경향에서 점차적으로 탈피하여,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등 각종 인접학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학문

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실천･응용의 경우 현대

사회와 종교계가 요구하는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분

야를 중심으로 불교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실천

적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학문적인 방향이 흘러가

고 있다. 불교학부에서는 이러한 이론･교학과 실천･
응용이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분야로서 연구되는 것

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

계에서 연구되어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학과 응용을 

겸비하는 종합적인 학문을 지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불교학자, 선학자, 인도학자, 종교교사, 교법사, 군

법사, 명상 및 요가 지도자, 선심리상담사, 교계 미

디어(신문, tv, 라디오) 기자, 교계 종무원, 교계 기

업체 임직원, NGO 활동가 등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Division of Buddhist Studies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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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수소개

김 선 근

전 공 분 야 베단따철학 / 근현대인도철학 / 초기대승불교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인도근현대철학 베단따

대 표 저 서

마하뜨마 간디철학연구(불광출판부, 1990)

베단따철학(불광출판부, 1990)

인도정통철학과대승불교(2005, 동국대학교출판부)

대 표 논 문

｢간디의 형이상학에 끼친 Vedānta의 영향｣(인도철학 제4집)

｢간디의 윤리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한국불교학 제19집)

｢간디의 윤리학에 끼친 Rāmānuja의 Bhakti 사상의 영향｣ 

최 창 술(현각)

전 공 분 야 선사상 

세부연구분야 선전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 선문헌 연습 선문화론

대 표 저 서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

종교학･종교심리학

인도의 선･중국의 선 외 다수

대 표 논 문

선의 실천철학 연구 

근본선정관소고

간화선 형성과정 외 다수

이 지 수

전 공 분 야 인도 인식 논리학/ 불교 인식 논리학/ 인도대승불교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전공) 문학 석사

담 당 과 목 인도 대승불교 인도 인식 논리학

대 표 저 서

산스끄리뜨의 기초와 실천(민족사, 1990, 역서)

인도철학(민족사, 1991, 역서)

인도에 대하여(통나무, 2002)

대 표 논 문

｢정리학파의 4가지 인식방법:정리경Ⅰ.1:수뜨라1-8에 대한 Vatsyayana疏의 역주｣(인도철학 제3집)

｢불교논리학파의 지각론-목샤라굽따의 <논리개설>중 제1 지각장의 역주｣(불교학보 제30집)

｢Tattvamasi에 대한 Advaita Vedanta 학파의 의미론적 해석｣(현대와 종교 제10집)

한 태 식(보광)

전 공 분 야 선학(대승불교철학)

세부연구분야 선정쌍수론(염불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붓교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토학 여래장사상

대 표 저 서

신라정토사상의 연구

신앙결사 연구

일본선의 역사

대 표 논 문

신앙결사의 성립배경

보조지눌의 정토관

허응당 보우의 관념요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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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 련(해주)

전 공 분 야 불교교학

세부연구분야 화엄학, 한국불교사상,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불교한문 화엄학

대 표 저 서

의상화엄사상사연구

화엄의 세계

불교교리강좌

대 표 논 문

화엄경의 선재동자 순례

화엄육상설 연구

라말여초 남북악의 화엄사상

정 승 석

전 공 분 야 상키야·요가철학/ 아비달마 불교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범어1 고전요가

대 표 저 서

불전해설사전(민족사, 1991)

인도의 이원론과 불교(민족사, 1992)

요가수트라 주석(소명출판, 2010)

대 표 논 문

｢원시불교에서 비아와 무아의 문제｣(한국불교학 제17집)

｢무아와 윤회의 양립문제｣(인도철학 제4집)

｢불교원어의 음역 표기 조사연구｣(가산학보 제4호)

박 경 준

전 공 분 야 응용불교학

세부연구분야 불교사회사상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인도불교사 불교사회경제론

대 표 저 서

다비와 사리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공저)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 (공저)

대 표 논 문

원시불교의 사회･경제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승경전관 정립을 위한 시론 - 대승 불설․비불설론과 관련하여

불교 공업설의 사회학적 함의

장 애 순(계환)

전 공 분 야 중국불교사상

세부연구분야 대승불교사상, 법장화엄교학

학사학위과정 일본 하나조노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교오토불교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교오토불교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중국불교사 동아시아대승불교 

대 표 저 서

대승불교의 세계

중국화엄사상사연구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대 표 논 문

동진시대 사대부의 불교신앙 연구

중국불교와 유도이교(儒道二敎)의 대론(對論)

법장저술의 진위(眞僞)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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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 문 선(혜원)

전 공 분 야 중국선사상

세부연구분야 초기선사상, 중국선사상사, 중국선전해석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선의 이해 중국선전해석학

대 표 저 서

북종선(운주사, 2008)

신심명ㆍ중도가(동국역경원, 2006)

선어록 읽는 방법(운주사, 1998)

대 표 논 문

계율과 청규의 관계에서 본 현대한국의 ‘선원청규’
간화선에서의 疑와 看에 대하여

초기 중국선에서의 자성청정심적 사상

김 용 표

전 공 분 야 종교학 

세부연구분야 비교종교학, 종교교육학, 불교해석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템플대학교 종교학과 문학석사(MA)

박사학위과정 템플대학교 종교학과 종교학박사(Ph.D in Religion)

담 당 과 목 종교학 세계종교사 종교교육론 종교교재연구및 지도법 

대 표 저 서

불교와 종교철학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

대 표 논 문

종교다원주의에서 공동본질문제에 대한 중관학적 해명

불교의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불교해석학에서 진리와 방법의 문제 

김 호 성

전 공 분 야 인도고대철학 / 대승불교

세부연구분야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바가바드기타 인도고대철학

대 표 저 서

대승경전과 선(민족사, 2002)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민족사, 2006)

불교해석학 연구(민족사, 2009)

대 표 논 문

｢기타에 대한 샹카라의 주제 파악과 틸락의 비판｣(인도철학20집)

｢바가바드기타를 읽는 샹카라의 호교론적 해석학｣(인도철학 17집)

｢바가바드기타를 읽는 틸락의 행동주의적 해석｣(인도철학 22집)

박 문 기(종호)

전 공 분 야 선 학

세부연구분야 중 국 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선학과 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선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불교의 수행과 신행 중국선사상

대 표 저 서 임제선연구

대 표 논 문

위앙의 선사상 형성 과정고(임제, 조동, 운문, 법안의 선)

깨달음의 현상적 이해

미국의 간화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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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인 성

전 공 분 야 중관불교

세부연구분야 구사론, 청정도론, 성유식론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중관학 반야사상

대 표 저 서

중론연구

유식삼십송석

아비달마구사론 계품

대 표 논 문

문장의 의미 파악과 오심(五心)에 대한 태현의 해석

유식이십론 게송 10에 대한 규기의 해석

의식의 솔이심에 대한 규기의 해석

우 제 선

전 공 분 야 불교학

세부연구분야 유식학, 인명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아시아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유식학 아비달마

대 표 저 서
요가행자의 증지

Expanding and Merging Horizons (공저)

대 표 논 문

Gradual and Sudden Enlightenment : the Attainment of yogipratyaksa in the Later Indian Yogacara School

인식의 전환 : 다르마끼르띠와 태고보우의 깨달음

Vacaspati Misra and Ratnakirti on sahakaritva

신 성 현

전 공 분 야 계율학

세부연구분야 불교교단사,  불교윤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계율학 불교교단사

대 표 저 서
대승계율사상연구, 해조음, 2002.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이야기, 동국역경원, 2001.

대 표 논 문

원광의 세속오계에 대한 연구(불교학보40,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비구니교육에 있어서 수구과정의 변천과 정립(종교교육학연구26, 한국종교교육학회) 

구출갈마에 대한 소고(한국불교학51, 한국불교학회)

지 창 규

전 공 분 야 불교학

세부연구분야 천태학 법화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천태학 경전해석학

대 표 저 서

천태사상론

묘법연화경현의

천태학노트

대 표 논 문

천태사교의의 개회론

천태대사의 교판론

법화현의 개회와 관심



83

01
고 영 섭

전 공 분 야 한국불교, 동아시아불교

세부연구분야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사상, 한국불교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고려대학교 불교학과/철학과 철학박사/박사과정수료

담 당 과 목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사상 원효와 퇴계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대 표 저 서

한국불학사 1~4

한국불교사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대 표 논 문

원효 일심의 신해성 분석

지눌의 진심사상

휴정의 선심학

황 순 일

전 공 분 야 인도초기부파불교

세부연구분야 범어, 빨리어, 초기불교, 부파불교, 불교문화컨탠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영국 옥스포드대학 동양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초기불교 빨리어

대 표 저 서
Metaphor and Literalism in Buddhism (Routledge, 2006)

Sermon of One Hundred Days Part One (Equinox, 2009)

대 표 논 문

｢산스끄리뜨어에서 비유와 논리｣(인도철학 20집)

｢무표를 통해 본 초기 부파불교의 윤리적 성격｣(인도철학 21집)

｢아지비까를 중심으로 본 윤회와 행위의 인도적 기원｣ (인도철학 26집)

김 종 욱

전 공 분 야 불교와 철학

세부연구분야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불교생태학, 불교심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담 당 과 목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불교생태학

대 표 저 서

불교생태철학,

용수와 칸트

하이데거와 불교

대 표 논 문

마음은 흐른다 - 윌리엄 제임스와 불교

불을 보는 두 시선 - 용수와 헤겔

무아에서 진아까지

아킴 바이어
(Achim Bayer)

전 공 분 야 아비달마 철학, 티벳불교, 티벳어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Hamburg Tibetology and Indology BA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Hamburg Tibetology and Indology MA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Hamburg Indology Ph.D

담 당 과 목 밀교 티벳불교 티벳어

대 표 저 서

dKon mchog bstan 'dzin phrin las mthar phyin. Das äußerst tiefgründige Verständnisder Drei Wurzeln 
: EinGongpa -Yangzab Terma. Aachen : Drikung - Kagyü - Verlag, 2008. Translation.
Theory of Karman in the Abhidharmasamuccaya, STUDIA PHILOLOGICA BUDDHICA Monograph series 
XXVI,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of the International College for Postgraduate 
Buddhist Studies, Tokyo 2010

대 표 논 문 “The Life and Works of mKhan-po gZhan-dga' (1871–1927)”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mbur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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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IS2001 불교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영어 1 공통

BIS2002 불교의 수행과 신행 3 3 기초 학사1년 1 공통

BIS2003 인도의 철학과 문화 3 3 기초 학사1년 한국어ㆍ영어 2 공통

BIS2004 선의 이해 3 3 기초 학사1년 2 공통

BIS2005 범어I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06 불교한문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07 종교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공통

BIS2008 인도불교사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09 인도선사상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공통

BIS2010 초기불교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공통

BIS2011 인도대승불교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12 중국불교사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13 한국불교사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14 정토학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15 선과 현대사회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16 범어II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공통

BIS2017 불교교단사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2018 경전해석학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2019 고전요가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2020 자이나사상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공통

BIS2021 아비달마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공통

BIS2022 인도고대철학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2023 중국선사상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2024 한국선사상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2025 반야사상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공통

BIS4001 티벳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이론ㆍ교학

BIS4002 계율학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03 바가바드기타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04 중관학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05 천태학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06 한국선문헌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07 유식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이론ㆍ교학

BIS4008 중국선전해석학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09 인도근현대철학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10 빨리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이론ㆍ교학

BIS4011 인도인식논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BIS4012 베단따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BIS4013 밀교∙티벳불교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이론ㆍ교학

BIS4014 동아시아대승불교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BIS4015 한국불교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BIS4016 여래장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BIS4017 선문화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이론ㆍ교학

BIS4033 화엄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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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4018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3 3 전문 학사3～4년 1 실천ㆍ응용

BIS4019 불교생태학 3 3 전문 학사3～4년 1 실천ㆍ응용

BIS4020 불교문화콘텐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실천ㆍ응용

BIS4021 미디어와 불교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실천ㆍ응용

BIS4022 간화선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1 실천ㆍ응용

BIS4023 명상음악의 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실천ㆍ응용

BIS4024 선심리상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실천ㆍ응용

BIS4025 세계종교사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실천ㆍ응용

BIS4026 포교방법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27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28 불교리더십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29 불교사회경제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30 선음악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31 선심리상담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실천ㆍ응용

BIS4032 위빠사나의 이해와 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복수전공트랙

범어 I, 불교한문, 인도불교사, 
초기불교, 중국불교사, 

인도대승불교, 불교교단사, 
인도고대철학, 중국선사상, 

한국선사상

중관학, 천태학, 유식학, 
중국선전해석학, 베단따, 

동아시아대승불교, 
한국불교사상사, 여래장사상, 

선문화론, 불교생태학, 
세계종교사, 불교사회경제

불교 미디어 기자
(신문, TV, 라디오)

인도의 철학과 문화
범어 I
범어 II

빨리어
인도대승불교
인도근현대철학
미디어와 불교

저널리즘론
매스컴문장연습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선의 이해

불교 포교사, 군법사
범어 I

고전요가
인도대승불교

빨리어
밀교·티벳불교

종교학
포교방법론
불교리더십
한국불교사

윤리 철학 교사
논술 지도자

인도의 철학과 문화
자이나사상
인도고대철학
인도대승불교

인도인식논리학
밀교·티벳불교

교육학입문
교육과정이론
교육측정및평가
서양고중세철학사
동양철학의근본문제

한국철학사 
윤리학

요가 지도자

인도의 철학과 문화
범어 I
범어 II

고전요가

바가바드기타
베단따

인도근현대철학

간화선실습
명상음악의이해

위빠사나의이해와실습
선음악실습

선심리상담실습

인도 현지와
관련한 취업

인도의 철학과 문화
범어 I

고전요가
자이나 사상

베단따
인도근현대철학
바가바드기타

한국외국어대와의 학점 교류
(정기 및 계절학기)를 통한 ‘인도어과’ 과목의 수강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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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문학
관련기관 연구원

비교불교학연구방법론
불교와 심리학 연구 
근현대불교지성사연구
한국문학사와불교연구
아시아불교문헌비교연구

동아시아유불도삼교관계연구
불교사상과현대철학비교연구
동아시아근대화와불교연구
현대불교학성립사연구
동서양문학과불교연구
한중일 선시 연구

불교와철학연구
고대인도철학과불교특강
선과현대심리학특강
중국문학과불교
한국사상사연구

불교지역학
관련기관 연구원

한중불교관계사연구
한일 불교교류연구

중국·티벳 불교관계연구
한국학으로서불교학연구

인도와남아시아불교교류연구

동아시아선불교비교연구
인도중국대승불교비교연구
실크로드불교문화연구
동아시아대장경비교연구

남·북방불교수행론비교연구

중국불교사연구
불교와한국철학연구
인도현대철학연구

일본문화론
한일문화비교론

불교문화학
관련기관 연구원

불교전파와 문화변용연구
불교문화콘텐츠연구
불교영상문화연구

대중문화와불교미디어
연구

불교문화재와 미학 연구
아시아불교문화원형비교연구
불교서사와스토리텔링연구
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
아시아불교설화비교연구

불교와한국문화연구
선문화특강

한국문화연구세미나
비교문화세미나
중국문화사론

불교 언론 출판
종사자

불교와 심리학 연구 
한국학으로서불교학연구
불교문화콘텐츠 연구
대중문화와불교미디어 

연구

불교사상과현대철학비교연구
동서양문학과불교연구
동아시아대장경비교연구

아시아불교문화원형비교연구
불교서사와스토리텔링연구

문학과문화연구
민속문화와설화연구
현대선문화연구

한국문화상징들의철학적분석
대중문화연구

불교단체
종무원

근현대불교지성사연구
한국학으로서불교학연구
불교전파와문화변용연구
불교문화콘텐츠연구

동아시아근대화와불교연구
동아시아선불교비교연구

남·북방불교수행론비교연구
불교문화재와미학연구
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

선상담개발론
선과현대사회특강
한국사회사연구
조직관리세미나
행정기획론

 교과목 해설

BIS2001 불교학입문 Introduction to Buddhist Studies

현재 불교학이 다루고 있는 전반적 분야를 -불교사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불교교학, 불교발전을 다루는 
불교사학,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각종 문제들과 접목되어 발전되고 있는 응용불교분야 등- 접해볼 수 
있는 과목이다. 또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지역적으로 발전했던 불교의 양상과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불교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찰해본다.

BIS2002 불교의 수행과 신행 The Buddhist meditation and regional practice

기초수행법의 이해와 실수를 통해 불교의 기초수행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수행의 초석을 다진다.

BID2003 인도의 철학과 문화 Philosophy and Culture in India

인도 철학과 인도 불교를 인도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인도에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유가 생겨나고 발전하는 과정들을 인도의 사회, 문화, 정치, 예술 등과의 연관 속에서 역사적으
로 폭넓게 조명한다.

BIS2004 선의 이해 Study of Seon[Chan/Zen]

붓다의 생애를 근거로 선의 개념과 주요사상을 이해한다. 동아시아의 선수행의 역사, 문화를 통해 선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의 현황과 그 중심내용을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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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BIS2005 범어 I Sanskrit I

범어는 인도 철학과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언어이며 원전 이해의 바탕이 된다. 본 
과정에서 범어의 언어학적 특성, 문법 구조, 분자와 발음법, 음운 규칙과 기초적 문장의 해독, 작문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앞으로의 심도 있는 학습의 기초를 다진다.

BIS2006 불교한문 Buddhist Classical Chinese 

한역경전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문불전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BIS2007 종교학 Science of Religion

종교학의 발달과정과 연구방법을 알게 하고  다양한 종교현상을 유형별(교리, 경험, 제의,  윤리, 사회, 
문화)로 고찰하여 종교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조망과 인식을 갖도록 한다.  

BIS2008 인도불교사 History of Indian Buddhism

불교의 흥기에서부터 회교도의 침입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자취를 감출 때까지의 인도불교 전반을 역사적으
로 개관하여, 불교의 뿌리요 원류인 인도불교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BIS2009 인도선사상 Indian Seon Thoughts

초기불전에 나타난 선정의 내용 및 수행방법, 부파불교 및 대승불교의 선사상과 수행법 등 인도선의 역사와 
주요사상, 수행방법 등 인도선의 기본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BIS2010 초기불교 Early Buddhism

인도철학 사상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는 초기 불교를 붓다 당시 사상계와의 연관관계에서 파악한다. 베다와 

우빠니샤드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사상과 자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 사상과의 연관관계에서 초기 불교의 

기본 교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확립되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BIS2011 인도 대승불교 Mahayana Buddhism in India

인도의 대승불교는 티벳, 중국, 한국 등 북방 대승불교 발전의 토대가 된다. 본 강좌를 통해 인도 대승불교

의 특징과 기원, 대승 경전의 사상과 아울러 중관, 유식, 여래장 사상 등을 학습한다.

BIS2012 중국불교사 History of Chinese Buddhism 

중국사상의 거대한 산맥의 하나로까지 발전한 중국불교, 2천여 년간이나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중국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상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인도불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중국불교가 아니라, 독창적인 입장의 중국불교를 이해하도록 한다. 아울러 불교가 

당시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 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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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2013 한국불교사 History of Korean Buddhism, Korean Buddhism History

인도불교와 중국불교를 주체적으로 소화한 한국불교는 ‘한국화 된 불교’이자 소승과 대승을 넘어선 

일승불교 및 일대승 불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는 ‘물리적 종합’(비빔)과 ‘화학적 삼투’(곰)의 

과정을 거쳐 신라시대에는 ‘민족불교’를, 고려시대에는 ‘한국불교’를 형성하면서 이 땅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시대에는 자생불교의 터전을 일구어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중추 

역할을 하였고, 대한시대에는 민족문화의 중심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해 나갔다. 이 강의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받아들이면서도 중도와 연기에 기초한 불교의 원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체화되고 

육화되어 온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해 봄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한민족의 정체성과 인식틀의 근간이 되어온 불교의 역사와 철학의 지평을 

살펴봄으로써 이 땅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모색해 본다.

BIS2014 정토학 Study of Buddhist Elysium

대승불교의 초기에 성립된 타력신앙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인 정토교학과 그 실천방법을 교수하고, 불교의 

내세관을 정립시키며, 정토문화를 강의하고자 한다.

BIS2015 선과 현대사회 Seon & Contemporary Society

현대사회의 정신적 질환, 생태, 환경오염, 가족문제, 빈부갈등 등 수많은 과제에 대해 원인은 무엇이고 

현대적 해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선적 대안과 활로를 모색한다.

BIS2016 범어 II Sanskrit II

범어는 인도철학과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언어이다. 범어Ⅰ을 통해 다진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문장의 해독을 시도하여 원전의 이해를 돕는다.

BIS2017 불교교단사 History of Buddhist Community

붓다의 이념을 따르는 불교 공동체에 대한 학이다. 붓다의 성도 후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사는 집단을 
불교교단이라고 부른다. 교단을 성립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과 규율을 필요로 한다. 갈마 
자자 포살등과 바라제목차 등이 그것이다. 교단사을 통해 우리는 불교교단이 어떻게 발전 전개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BIS2018 경전해석학 Reading of Buddhist Scriptures

대승경론에 담겨 있는 경전해석을 재고하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찬술된 주석서에서 시도된 경전 해석법을 
살핌으로써 불교경전에 담긴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본다.

BIS2019 고전요가 The Classical Yoga

힌두교의 여러 종파에 큰 영향을 미친 이원론의 특성 및 이와 연관된 고전 요가철학의 종교적 철학적 
의의를 이해한다. 특히 빠딴잘리의 고전 요가체계를 학습함으로써 인도의 신비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BIS2020 자이나 사상 Jainism

인도 정통 종교에서 외도로 지칭되는 대표적 종교로서의 자이나교는 불교와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보인다. 
자이나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개론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자이나교의 발생, 변천, 종파, 현황, 
교조의 생애, 자이나교의 형이상학, 자이나교의 인식 및 해탈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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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BIS2021 아비달마 Abhidharma Buddhism

이 강좌는 불교학의 토대가 되는 아비다르마불교에 대한 개괄적 고찰이다. 아가마에서 아비다르마에로의 
발전 단계를 알아보고, 法(dharma)의 체계, 물질과 마음, 번뇌, 선과 악, 그리고 실천의 道 등 아비다르마교
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BIS2022 인도 고대철학 Ancient Indian Philosophy

불교와 힌두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다로부터 우빠니샤드로 이어지는 고대 인도철학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다. 이 강좌는 베다에서부터 이어지는 브라만 전통을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도 불교가 탄생하게 된 사회, 문화, 종교적 토대 또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BIS2023 중국선사상 Chinese Seon Thoughts

중국선의 도입과 전개, 주요 선사와 그 사상, 수행법, 선기풍, 지도방법, 사회와의 관계 등 중국선의 전반에 
대해 이해한다.

BIS2024 한국선사상  Korean Seon Thoughts

한국선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 구산선문 등 전래 초기와, 고려시대의 선,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선 전반을 이해한다.

BIS2025 반야사상 Philosophy of Prajna  

이 과목은 반야의 본질, 반야를 얻는 과정과 방법 등을 다룬다. 이를 연구하면서 반야경을 비롯한 대승경전
과 논서들을 읽는다.

BIS4001 티벳어 Tibetan

범어 원전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며 또한 한역이나 범전에 없는 막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티벳 장경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 최대의 과제이며, 미래 불교학 발전의 열쇠가 된다. 본 과정에서는 티벳 원전 해독에 
필요한 티벳어 문자와 발음, 문법과 기초 문장을 훈련한다.

BIS4002 계율학 Study of Buddhist Precepts and Rules

불교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와 규범에 대한 학이다. 계율은 계와 율의 합성어이다. 계는 규율은 자발적
인 도덕 윤리이며 율은 타율적인 규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율은 승단의 규율이다. 불교교단이 성립됨에 
따라 교단 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규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이에 대한 벌칙이 따른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율장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계율은 따라서 불교교단의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 계율은 
역사와 사회에 따라 시대정신을 살려 다양하게 해석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계율학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윤리 사회 문화의 제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BIS4003 바가바드기타 Bhagavad Gita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한 부분으로, 인도의 다양한 철학, 종교, 문화적 코드와 연결되
어 있는 문헌이다. 본 강좌는 강독을 통하여 바가바드 기타의 사상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의 
종교 관념에 대하여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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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4004 중관학 Philosophy of Madhyamika 

이 과목은 용수의 『중론』을 비롯한 논서들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 이 논서들이 이후의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에 미친 영향, 용수의 『중론』과 성천의 『사백론』을 주석해 나간 역사, 유식불교를 수용한 
후기중관학파의 사상, 후기중관학파와 티베트불교의 관계를 다룬다.

BIS4005 천태학 Study of Tien-tai

중국에서 성립한 천태의 구조적 성격을, 천태대사의 생애와 저작 및 사상을 통하여 이해한다

BIS4006 한국선문헌연습 The practice of Korean Seon literature

보조록과 태고록, 선가귀감 등 한국의 주요 선적들에 담겨진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선의 핵심을 
살펴본다.

BIS4007 유식학 Yogacara Buddhism

이 강좌는 전공 영어수업 과목이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유식사상을 영어교재를 통해 쉽고 체계적으
로 다룬다. 먼저 유가행파의 역사를 개괄하고, 유식학의 주요 개념을 세친의 유식삼십송(영역)을 읽어가면
서 알아본다.

BIS4008 중국선전해석학 Hermeneutics of the Chinese Chan[Seon] Texts

중국 선사상의 이해는 우선 중국 선서의 해독에서 이루어 진다. 중국 돈황에서 발굴된 선문헌 중 선종사를 
이해할 수 있는 등사(燈史)류와 각 시대별 선사들의 어론, 송대의 전등록, 등을 읽고 선사상과 역사, 문화를 
고찰한다.

BIS4009 인도근현대철학 Modern & Contemporary Philosophy in India

인도철학은 전통의 단절 없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유연히 적응해 왔고, 서구 문명과의 조우를 통해 
전통적 해석에 새로운 해석이 가해졌다. 특히 힌두 르네상스로 불리우는 근대 인도의 사회개혁적 종교 
사상가들, 즉 라마 끄리슈나, 비베카난다, 오로빈도, 간디, 타고르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사상을 조망한다.

BIS4010 빨리어 Pali

빨리어는 인도 중기언어인 쁘라끄리뜨 어(Prakrit)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로서 인도 고대언어인 산스끄
리뜨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초기 불교승단의 언어가 쁘라끄리뜨 어였다는 점에서 산스끄리뜨어에 
선행하며, 특히 경율론 삼장이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서 완전하게 남아 있는 테라바다(Theravada)의 문헌
들이 빨리어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강좌에서는 빨리어 경전 강독을 위한 기초 
실력을 다진다. 

BIS4011 인도 인식논리학 Indian Epistemology and Logic

인도의 논리학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발달해 왔으며, 인도의 철학문헌을 비롯하여 불교 경전의 논리학에
도 큰 영향을 끼쳐 왔다. 본 강좌에서는 실체론적, 실재론적 존재론에 바탕한 힌두 정리학파의 인식론· 
논리학을 원전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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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의 끝이며 절정으로 불리는 우빠니샤드를 해석하고 체계화하면서 발전된 베단따 학파는 오늘날도 
인도에 살아 있는 중요한 철학체계이다. 브라마수뜨라에서 가우다빠다를 거쳐 샹까라에 이르러 완성된 
불이론(不二論)을 중심으로 그 형이상학, 인식론, 심리론, 해탈론을 교수하며 라마누자의 제한적 불이론, 
마드와의 이원론과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BIS4013 밀교·티벳불교 Esoteric and Tibetan Buddhism

대승불교로서의 교와 현교의 차이점, 교 성립의 사상적 배경, 티벳 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강의한다.

BIS4014 동아시아 대승불교 Mahayana  Buddhism in East Asia

동아시아 대승불교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대승불교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대승불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적인 사상을 고찰하여 이들 사상이 점차로 발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대승불교가 동아시아로의 전파, 즉 서역에서 중국으로, 다시 한국과 일본, 
내지 티베트와 서양으로의 전파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BIS4015 한국불교사상 Korean Buddhist Thought, Korean Buddhism Philosophy

한국의 토양과 기후 및 기질과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숙성되고 발효되어온 한국불교는 한국인들의 사유체
계와 관념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즉 한국불교는 空’과 ‘有’의 기호를 통해 중관과 유식으로 대표되는 
대승불교를 정초한 인도불교와 ‘理’와 ‘事’의 기호를 통해 천태와 화엄 및 선법과 정토의 일승불교를 
건립한 중국불교와 달리 ‘性’과 ‘相’의 기호를 통해 화엄과 유식 내지 선법과 화엄을 아우른 ‘일승’ 
및 ‘일대승’의 불교로 나아가 ‘비빔’을 넘어선‘곰’의 불교를 완성하였다. 이 강의에서는 소승의 
상대되는 대승을 넘어선 ‘일승’과 그 일승 안에다 소승의 상대로서 부정되어온 대승을 다시 껴안은 
일대승’불교를 일구어온 한국불교사상의 종합성과 독자성을 살펴볼 것이다.

BIS4016 여래장사상 The thought of the Tathagatagarbha

선 이해의 중요 부분인 여래장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여 선불교의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이론
적 전거를 살핀다.

BIS4017 선문화론 Seon culture theory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깃든 선문화와 관련된 이론 및 실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선문화의 내용 
및 방법들을 고찰한다

BIS4018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Templ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의 장소로 출발된 사찰이 이제는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신자들의 신행의 장소가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와 가르침의 장이 
되어야 할 사찰의 바람직한 경영모습을 살펴본다. 아울러 불교 종단 업무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관리기술이
요 과학적 사고인 동시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종무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보도록 한다.

BIS4019 불교생태학 Buddhist Ecology

불교와 생태학이 공유하는 관점인 상호의존성과 비실체성 등을 탐구함으로써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모색하
고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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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4020 불교문화콘텐츠 Buddhist Cultural Contents

불교문화콘텐츠는 불교적 입장에서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며, 불교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제반 현상 등을 소재로 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문화콘텐츠이다. 본 강좌는 다양한 문화콘텐
츠 개발 사례와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불교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창작의 소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불교문화를 콘텐츠화하여 어떻게 알거리, 볼거리, 먹을거
리, 놀거리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BIS4021 미디어와 불교 Buddhism and Media

미디어와 불교는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살펴보고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더 이상 사찰중심의 직접포교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만 한다. 이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BIS4022 간화선실습 The practice of Ganwha Seon

간화선의 성립과 체계, 구조 등 간화선의 이론과 수행방법, 점검, 인가 등 간화선의 전반적 내용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고, 실제 실수를 한다.

BIS4023 명상음악의 이해 The understanding of Meditative Music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명상음악의 이론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를 수행이나 생활, 또는 치유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BIS4024 선심리상담 Seon counselling

심리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을 선의 내용 및 이론과 연관하여 이해하고 학습하여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BIS4025 세계종교사 History of World Religions 

세계 여러 민족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기원과 성장 및 전개과정 
등, 그 역사적 흐름을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한다. 

BIS4026 포교방법론 Missionary Methodology

불교가 불교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물질적･정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종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포교전략이다. 본 강좌는 
그런 시대적 요청을 직시하고 대중들이 편안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BIS4027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Buddhist Thoughts and Western Philosophy

사유의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서양철학과 불교사상의 입장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 불교철
학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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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상에 입각된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당위성에 근거하여 부처님의 
리더십과 일반 리더십에 관한 제 이론을 습득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불교사
상에 기반을 둔 현대적 리더십 이론을 개발한다. 나아가 실재하는 모범적 불교지도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성취하게 하고자 한다.

BIS4029 불교사회경제론 Social and Economic Thoughts of Buddhism

불교의 근본교리와 사상을 정치 사회 경제적 실천의 논리로서 재조명하고, 주요 관련 경전의 내용을 음미하
여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BIS4030 선음악실습 The practice of Seon Music

선음악을 통해 상담 및 치유가 요구되는 구체적 실례를 직접 접하고 치료를 실습한다.

BIS4031 선심리상담실습 The practices of Seon Counselin

상담 사례를 통하여 실제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연습하기 위한 과목으로 사례에 적용하는 
상담이론과 기법들을 선의 이론과 수행과 연결하여 상담 현장에서 관찰하고 실습한다

BIS4032 위빠사나의 이해와 실습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Vipassana

위빠사나의 수행법에 대해서 기본 이론과 호흡법, 알아차림 등 수행법을 살펴보고, 겸하여 실제 수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BIS4033 화엄학 Hua-Yen Studies

화엄경의 내용을 개관하고 인도, 중국, 한국의 화엄교사를 고찰하며, 법계연기, 화엄성기 등 일승화엄교학
의 핵심교리를 해설하여 화엄사상을 이해하게 한다. 



94

 교육목표

본 전공의 교육목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자비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사회의 구현에 필요한 전문 사회

복지인력을 양성함에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

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의 

고양은 물론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바탕이 되는 

가치와 이론 및 접근 기술을 교육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오늘날 사회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 및 청소년문제, 장애인문

제, 노인문제, 가족문제, 빈곤문제 등에 있어서 이전

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을 띤 문제들

이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학은 현대 산

업사회에서 사회문제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발생한 학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각 구성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질적ㆍ양적

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반영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

의 훈련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현대사

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사회문제들에 대해 관

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과 더불어 실천적인 방안들을 연구, 교육받고 

있다. 본 학과는 각종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에서의 

현장 참여 관찰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현

장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사회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사회복지학과는 취업전망이 

매우 밝은 학과이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국가

공인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1급 사회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주

어진다.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하고 정부출연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

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복지공단 등), 공무원(사

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협의기관, 사회복지사

업기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영육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

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입양기관)등에서 사회복지사, 의

료시설(병원), 국제기구 등으로 진출한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어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으로의 취업도 꾸준

히 늘어가고 있다.

불교학부 사회복지학전공

Social Welfare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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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수소개

김 학 주

전 공 분 야 사회복지학

세부연구분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조사/분석, 사회복지서비스

학사학위과정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전공) 사회복지학사

석사학위과정
컬럼비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워싱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사회복지학박사

담 당 과 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대 표 저 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목출판사, 2008.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한국아산복지재단, 2004.

대 표 논 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해외 동향 및 개혁방안, 사회복지정책, 2009.06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Behavioral Risk Factors and Health Outcomes in The Republic of Korea, 
SSRN, 2008

Pharmaceutical Reform in South Korea and The Lessons It Provides, Health Affairs, 2008.05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OW2002 사회복지학개론 3 3 기초 학사1년 영어 1 법정필수

SOW2003 사회복지정책론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1 법정필수

SOW20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3 기초 학사1년 2 법정필수

SOW2005 사회복지실천론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1 법정필수

SOW2007 사회복지행정론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2 법정필수

SOW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2 법정필수

SOW2022 사회복지조사론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2 법정필수

SOW4001 지역사회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법정필수

SOW4002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법정선택

SOW4003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0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06 사회복지현장실습I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필수

SOW4007 의료사회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선택

SOW4011 사회복지현장실습II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필수

SOW4012 사회복지법제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필수

SOW4013 사회보장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16 아동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선택

SOW4017 산업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선택

SOW4004 가족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26 비영리조직론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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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7급, 9급 
사회복지행정직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불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발달사

빈곤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문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사회보장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I
사회복지지도감독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법제
재무관리론

사회복지기관 전문관리자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불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발달사

빈곤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문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

사례관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I
사회복지지도감독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법제
복지경제론
재무관리론
비영리조직론

사회복지기관 실천전문가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불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발달사

빈곤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문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I
사회복지지도감독론

비영리조직론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불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발달사

빈곤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문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I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재무관리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연구기관의 연구전문직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불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발달사

빈곤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사회보장론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I
사회복지현장실습 II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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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법제
복지경제론
재무관리론

복수전공트랙 복수전공도 본인의 진출 분야에 따른 이수방법을 따를 것

 교과목 해설

SOW2002 사회복지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입문으로서 사회복지의 개념과 방법론, 분야 등을 소개하고 사회복지의 역사 및 사상을 고찰케 
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적 위치와 전망을 탐색케 한다.

SOW2003 사회복지정책론 Theories of Social Welfare Policy

산업사회의 변천 속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성립배경과 형성과정, 
접근 방법 및 제유형을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고찰하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방향을 모색케 한다.

SOW20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인간의 Life cycle에 맞추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지적발달을 학습하고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결정요인
을 다학문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인간과 사회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SOW2005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개별사회사업의 개념, 기본원리와 배경, 원조과정의 지식과 기술, 개별사회사업가의 자질과 역할을 탐구해
서 문제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SOW2007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행정으로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의의와 조직, 기본원리를 강의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과 기관의 운영실태를 이해시킨다.

SOW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 기술, 기법, 
지침 등을 고찰한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 기법, 지침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고, 
실제적인 평가 등을 연구한다. 

SOW2022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과학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분야와 사회사업방법에 관련된 주요 문제의 형성, 가설, 설정, 조사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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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4001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Social Work and Welfare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원조기술에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습득
하고, 나아가 지역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
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SOW4002 사회복지자료분석론 Statistics for Social Workers

수집된 양적자료를 가지고 이론적인 가설검증을 위해 필요한 계량적 통계분석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개별 방법들의 한계 및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 확률이론, 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학습한다.

SOW4003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현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및 평가 등의 전반적인 과정과 방법을 
학습하고, 이것을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제반능력 등을 연구한다. 

SOW400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정 신보건사회복
지사들의 역할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구한다. 

SOW4006 사회복지현장실습I Social Work Practicum I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그리고 사회사업 적용분야 등에 배치되어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의 제 방법론의 
이론과 지식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적용해 보고 전문적인 실천기술과 역할을 습득하고 체험토록 한다.

SOW4007 의료사회복지론 Medical Social Welfare

의료보장정책이 어떻게 개발되고 실행되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보건자원의 재정, 비용, 접근, 자격 등 주요 의료정책 이슈들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의료보장정책 및 전달체계가 여성, 아동, 만성질환자, 노인들과 같은 특수대상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SOW4011 사회복지현장실습 II Social Welfare Practicum II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실습기관 의 주된 업무파
악, 프로그램실행, 복지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과정 참여, 실습지도감독 등에 대한 경험을 습득한다. 

SOW4012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영역 그리고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주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관련법의 
내용 파악을 주요 강의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과 다른 유사 법들과 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며 실제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법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SOW4013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System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개념과 의의 및 본질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실제 경험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전망 등을 이슈중심으로 학습,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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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SOW4016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아동이나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하여 아동의 교육, 보건, 노동, 법무, 여가지도 등 일체의 
보호 원조지도를 통한 아동문제 전반의 예방과 치료대책을 강의한다.

SOW4017 산업복지론 Industrial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현대사회의 산업영역을 이해하고, 산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기업체, 노동조합의 차원에서 고찰하며, 이에 산업복지의 이론적, 실천적 지식체계를 연구한다. 

SOW4004 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ies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구조, 가족 관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문제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가족복지서비스 대상,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치료적 접근 등을 연구한다. 

SOW4026 비영리조직론 Theories of the Nonprofit Sector

비영리부문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비교 역사적 고찰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이 부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이해하고, 비영리조직들과 정부, 기업 간의 상호작용과 경쟁 및 여기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살펴본다. 아울러 비영리조직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지원을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
하고, 재정과 구성원의 관점에서 조직관리의 미시적 분석도 병행한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철학윤리문화학부 윤리문화학전공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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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국어국문학 교육의 목표는 한국 민족의 언어 및 문학

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민족 

언어 및 문학의 전통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술, 교육, 문필 활동을 중요

한 과제로 삼는다.

중점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민족언어 및 문학유산들을 올바르게 감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개발시킨다.

 (2) 민족어문학의 지식을 보편적인 언어 및 문학 

이론으로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

 (3) 사회 일반에 모범이 되는 언어 및 문장 구사력을 

갖추게 한다.

 (4)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능력을 배양

하고, 사회적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1.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에 대한 연구가 전통문

법, 구조문법, 변형생성문법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기법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 향찰, 구결, 이두에 대한 정 한 연구 성

과가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구결 자료의 발굴을 

통한 고대국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계

통론 및 지명학과 어원론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사, 풍속사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 분야의 연구 결과는 고대사 연구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분야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인데, 본 학과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구술문학, 고전시가, 고전산문(소설), 한문학

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술

문학과 한국한문학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고전문학의 연구 영역과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설화와 민요를 중심 대상으로 삼아 온 구술문학과 

한국한문학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전

문학의 연구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설화와 민요를 

중심 대상으로 삼아온 구술문학연구는 민속극, 판소

리 및 서사무가, 생애담(경험담), 신화 등의 장르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한문학은 오랜 동안의 문

헌학적 연구와 번역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술사, 

풍속사, 출판문화사, 인식론, 생태사상 등 새로운 분

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전시가 분야는 

기존의 향가, 고려속요, 시조 연구 외에 꾸준히 작품

이 발견되는 가사와 잡가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졌

다. 고전소설 연구는 소설과 인접한 문학 갈래에 대

한 관심이 넓어지는 동시에 고전소설을 읽는 사회사

적 분석 시각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국역·현대어 번역 출판의 확대, 원자료의 데이터베

이스화 사업으로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접

근이 용이해지면서, 고전문학은 최근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

국어국문학과

Korean Language & Literature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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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었다.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본교 및 본 학과의 특성화 방향과도 일치한다.

  3. 현대소설, 현대시, 현대희곡 및 현대문학이론 

및 문학비평, 문학사 등 하위 분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

방 이전의 작가와 작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점차 

해방 이후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장르적 측면

에서는 현대소설 및 현대희곡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한 화해 및 통일시대를 앞두

고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일문학사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학연

구의 고립성을 탈피하여 문화연구라는 큰 틀 속에서 

학제연구를 바탕으로 문학 및 문화텍스트에 대한 연

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문화 및 문화콘텐츠 연

구의 활성화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거니와, 

본교 및 본 학과의 특성화 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본 학과에 3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졸업 후 진로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진로의 영역은 다양하다. 국

문학의 기초/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구성작가, 

전자출판편집자, 광고 카피라이터, 신문 및 방송 언

론기자, 웹 기획자 등 출판/언론 분야 등 전통적인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의 취업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문화연구자, 

문화평론가 등 문화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문

화연구는 국문학으로부터 다양한 원천과 연구방법

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전문가, 학예사(큐레이터), 전통

문화행사 기획자 등으로 진로의 영역을 넓힐 수 있

다. 문화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2007학

년도부터 신설될 문화학, 문화공학, 문화경영 연계

전공 중 하나를 골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편, 교직과정 이수를 병행해 국어교사로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교수소개

김 갑 기

전 공 분 야 고전문학

세부연구분야 고전시가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문학개론 고전시가강독 고전시가론

대 표 저 서

詩로 읽는 寺刹文化
漢詩로 읽는 우리 文學史
불교문학 연구의 모색과 전망

대 표 논 문

詩品格論으로서의 正宗 大家論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 사찰제영시를 중심으로

송강 정철의 한시연구 - 국한문 시가의 원류론적 고찰

서 태 룡

전 공 분 야 국어학

세부연구분야 문법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어학의 이해 국어단어와문장 국어학논문강독

대 표 저 서

문법 연구와 자료

캐나다의 언어정책

文法工 (國語學 講座 1)

대 표 논 문

조사화와 어미화의 끝 구성요소

국어의 어미 ‘-도’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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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종 연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현대소설 및 문학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미국 Columbia University
East Asian Studies,

Comparative Literature
M. A.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현대소설강독 해방후문학과비평 현대소설론

대 표 저 서

동아시아 역사인식논쟁의 메타히스토리

신라의 발견

비루한 것의 카니발

대 표 논 문

After the Apocalyse of Literature

노블, 청년, 제국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김 무 봉

전 공 분 야 국어학

세부연구분야 의미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훈민정음의이해 국어어휘와표현 중세국어문법의이해

대 표 저 서

역주 아미타경언해 /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역주 육조법보단경언해

역주 원각경언해

대 표 논 문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훈민정음 원본의 출판 문화재적 가치 연구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ㅅ-에 대한 연구

한 만 수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문학비평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학연구방법 현대문학사 한국불교문학․문화론

대 표 저 서

논문으로 읽는 한국문학사

박세영 : 그들의 문학과 생애

태백산맥 문학기행

대 표 논 문

식민지시기 검열과 오늘의 한국문학연구

식민지시기 검열의 드러냄과 숨김

한국서사문학의 바보인물 연구

정 우 영

전 공 분 야 국어학

세부연구분야 음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어음운과표준발음 국어사자료강독 국어의역사

대 표 저 서

역주 원각경언해

역주 속삼강행실도

초발심자경문언해

대 표 논 문

초발심자경문언해 연구

<薯童謠> 解讀의 爭點에 대한 檢討 - 국어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15세기 국어 문헌자료의 표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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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일

전 공 분 야 고전문학

세부연구분야 한문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문학강독 한국한문학론 고전문학사

대 표 저 서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

청관재 소장 서화가들의 간찰

스승

대 표 논 문

육로산거영과 석옥청공, 다산 정약용의 산거시 비교

虛應堂 普雨의 儒彿일치론과 시세계 연구

동악 이안눌 시세계 연구

김 춘 식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현대시 및 문학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현대문학입문 현대시론 현대시강독

대 표 저 서

근대성과 민족문학의 경계

한국문학의 전통과 반전통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대 표 논 문

근대적 감각과 ‘발견’되는 자연

‘예술가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문학적 기억의 방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정 환 국

전 공 분 야 고전문학

세부연구분야 고전산문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고전산문강독 고전소설론 구술문학론

대 표 저 서

이향견문록

역주 신단공안

충돌과 착종의 동아시아를 넘어서 - 근대전환기 동아시아의 자기인식과 대외인식

대 표 논 문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17세기 애정류 한문소설 연구

박 광 현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문화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다이쇼대학교 일본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나고야대학교 인간정보학연구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화연구입문 서사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대 표 저 서

문화연구

‘고향’이라는 이야기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대 표 논 문

식민지 조선과 박물관의 정치학 - 재조선 식민 사회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에 관한 연구

경성제국대학과 조선학



106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KOR2031 현대문학입문 3 3 기초교육과목 1학년 1학기

KOR2032 국어학의이해 3 3 기초교육과목 1학년 1학기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3 기초교육과목 1학년 2학기

KOR2034 국문학개론 3 3 기초교육과목 1학년 2학기

KOR204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특강 3 3 기초교육과목 1,2학년 1,2학기
외국인 유학생

교과목

KOR20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특강

3 3 기초교육과목 1,2학년 1,2학기
외국인 유학생

교과목

KOR2035 고전시가강독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1학기

KOR2036 고전산문강독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1학기

KOR2037 현대소설강독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1학기

KOR2038 문학연구방법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1학기

KOR2039 국어음운과표준발음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1학기

KOR2040 한문학강독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2학기

KOR2041 현대소설론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2학기

KOR2042 현대시론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2학기

KOR2043 국어사자료강독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2학기

KOR2044 국어단어와문장 3 3 기초교육과목 2,3학년 2학기

KOR2046 국어국문학진로특강 2 2 기초교육과목 2,3학년 2학기 P/F제, 팀티칭

KOR2047 문학창작세미나 1 1 기초교육과목 2,3학년 1,2학기
P/F제, 

주니어세미나

KOR2048 창작멘토링교실 1 1 기초교육과목 2,3학년 1,2학기
P/F제, 

멘토프로그램

KOR4059 고전문학사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1학기

KOR4060 한문과고전문학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1학기

KOR4061 현대시강독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1학기

KOR4062 해방후문학과비평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1학기

KOR4063 국어의역사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1학기

KOR4064 훈민정음의이해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1학기

KOR4065 서사문화론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1학기

KOR4066 고전시가론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2학기

KOR4067 고전소설론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2학기

KOR4068 현대문학사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2학기

KOR4069 국어어휘와표현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2학기

KOR4070 중세국어문법의이해 3 3 전문교육과목 3,4학년 2학기

KOR4071 구술문학의세계 3 3 전문교육과목 4학년 1학기

KOR4072 국어학논문강독 3 3 전문교육과목 4학년 1학기

KOR4073 한국불교문학․문화론 3 3 전문교육과목 4학년 2학기

KOR4074 한국현대문화론 3 3 전문교육과목 4학년 2학기

 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  고

대학원 진학
분야별 과목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

분야별 과목
(국어학/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 어문계열
고전문학 : 일문학, 중문학

현대문학 : 어문계열, 문예창작

구성작가
전자출판편집자

광고분야
언론기자
웹 기획

현대문학입문
문화연구입문
현대소설강독
문학연구방법

국어단어와 문장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구술문학론

한국불교문학․문화론
국어어휘와표현

희곡창작연습(문예창작학)
스토리텔링(문예창작학)
편집기술론(문예창작학)
광고카피론(문예창작학)
카피라이팅(광고학)
매체전략론(광고학)

방송학연습(신문방송학)
멀티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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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  고

문화콘텐츠 전문가
문화연구자
문화평론가

현대문학입문
국문학개론
문화연구입문
현대소설강독
현대시강독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구술문학론

한국불교문학․문화론
서사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문화정보경영개론(철학)
예술철학(철학)

공동체론(윤리문화학)
언어와문화(영어영문학)

영미문학과영화예술(영어영문학)
독일문예학(독어독문학)
미디어산업론(신문방송학)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신문방송학)

문화학 
연계전공/
문화공학 
연계전공 
권장

전통문화전문가
학예사(큐레이터)

전통문화행사 기획자

국문학개론
고전시가강독
고전산문강독
한문학강독

고전시가론
한국한문학론
훈민정음의이해
구술문학론

한국불교문학․문화론
고전문학사
고전소설론

역사민속학(사학)
동양문화사(사학)

한국의유불사상(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철학)
문화의이해(윤리문화학)

한국종교의이해(윤리문화학)
동아시아문물교류사(역사교육학)
한국민중생활사(역사교육학)

문화경영
연계전공
권장

국어교사

국어학의이해
국문학개론

국어음운과표준발음
현대문학사

국어단어와문장

고전시가론
한국한문학론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구술문학론
고전문학사
고전소설론

해방후문학과비평

문법교육론(국어교육학)
작문교육론(국어교육학)
독서교육론(국어교육학)

매체언어교육론(국어교육학)
국어음성교육론(국어교육학)
고전문학교육론(국어교육학)
현대문학교육론(국어교육학)
국어교사론(국어교육학)

복수전공트랙

현대문학입문
국어학의이해
국문학개론
문화연구입문
현대소설강독

국어음운과표준발음
한문학강독
현대문학사
현대시론

국어사자료강독
국어단어와문장

고전시가론
한문과고전문학
현대시강독

해방후문학과비평
국어의역사

훈민정음의이해
서사문화론

구술문학의세계
국어학논문강독
한국현대문화론
고전문학사
고전소설론
현대소설론

국어어휘와표현
중세국어문법의이해
한국불교문학․문화론

희곡창작연습(문예창작학)
스토리텔링(문예창작학)
편집기술론(문예창작학)
광고카피론(문예창작학)
카피라이팅(광고홍보학)
매체전략론(광고홍보학)
방송학연습(신문방송학)

멀티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신문방송학)
문화정보경영개론(철학)

예술철학(철학)
공동체론(윤리문화학)
언어와문화(영어영문학)

영미문학과영화예술(영어영문학)
독일문예학(독어문화학)
미디어산업론(신문방송학)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신문방송학)
역사민속학(사학)
동양문화사(사학)

한국의유불사상(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철학)
문화의이해(윤리문화학)

한국종교의이해(윤리문화학)
동아시아문물교류사(역사교육)
한국민중생활사(역사교육)
문법교육론(국어교육)
작문교육론(국어교육)
독서교육론(국어교육)

매체언어교육론(국어교육)
국어음성교육론(국어교육)
고전문학교육론(국어교육)
현대문학교육론(국어교육)
국어교사론(국어교육)

복수전공자의 
소속학과와 
관련된 

국어국문학과 
전공수업 수강 

권장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국어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개설 전체 전공 과목 지정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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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KOR2031 현대문학입문 Introduction to Moder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향수에 필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학의 본질과 기능, 시·소설·
희곡 등 주요 문학 장르의 특징, 문학의 해석과 평가 등 문학 일반에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KOR2032 국어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nguistics

언어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어의 음성,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 각 
언어 단위의 특징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국어의 역사, 방언, 문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KOR2033 문화연구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study

문화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화연구의 중요 이론을 개괄한다. 한국의 동시대적 문화
현상에 주목하여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관찰과 이론적 이해를 시도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

KOR2034 국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국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국문학의 범위, 갈래, 역사 등에 관한 원론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정의한다.

KOR204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특강

Special Lecture on Korean Literature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시키기 위해 개설한 과목이다. 한국의 고전문
학과 현대문학의 기초를 가르친다.

KOR20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특강 

Special Lecture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시키기 위해 개설한 과목이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기초를 가르친다.

KOR2035 고전시가강독 Reading Korean Traditional Poetry

한국 전통시가 전반에 걸친 독해 능력을 기르고, 이에 대한 문학적 이해의 폭을 넓힌다.

KOR2036  고전산문강독 Reading Korean Traditional Prose

고전산문의 대표적 작품들을 골라, 고전을 읽는 훈련과 작품들을 직접 읽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른다. 
전체적으로는 소설사적 맥락에 이어지도록 교과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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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2037 현대소설강독 Reading Modern Novels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대표적인 장편과 단편들을 엄선하여 강독한다. 현대소설의 
비평적 독해력을 기르고 현대소설의 역사적 계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KOR2038 문학연구방법 Methodology Literature Study

문학연구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문학연구의 방법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터득하도록 한다. 본격적인 문학연구에 불가결한 제반 이론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그 실제적 
활용 능력을 함양한다.

KOR2039 국어음운과 표준발음 Korean Phonemes and Standard Pronunciation

국어에서 말의 뜻을 분화하는 음운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체계와 구조로 결합하여 의미가 전달되는가, 
그리고 형태소나 단어, 문장 구성에서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인가 하는 사실을 방언과 표준어의 발음을 
대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KOR2040 한문학강독 Reading Korean Chinese Literature 

문․사․철을 포괄하는 고전 한문학은 전근대 동아시아 제국의 문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한문문화권을 
형성하였다. 한국 한문학 또한 그것의 원천성과 모범성에 기대면서도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 강좌는 한국 한문학에 영향을 끼친 고전적 한문 작품을 강독하여 한문학의 바탕을 인식하고, 한국 
한문학 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강독을 통해서 한문 작품을 읽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한국 한문학의 심미적 특질과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KOR2041 현대소설론 Modern Novel Theory

현대소설의 감상, 해석, 평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소설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리들, 소설의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론 학습과 작품 읽기를 병행한다.

KOR2042 현대시론 Modern Poetics

현대시의 다양한 유파의 주체와 그 표현상의 기교를 분석적으로 이해한다. 주로 영․불시의 이론을 중심으로 
섭렵하고, 이어 현재의 한국시와 이론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KOR2043 국어사자료강독 Reading Resources on History of Korean Language

중․근세어의 문헌자료 강독을 통하여 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 역사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의 역사에 대한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고전 문법의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다.

KOR2044 국어단어와 문장 Korean Morphology and Syntax

국어의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위와 범주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익히고, 국어 단어의 
형태론과 문장의 통사론에 관한 중요한 기존 연구의 업적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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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2046 국어국문학진로특강 Korean literature career course seminar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하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KOR2047 문학창작세미나 Creative Writing Seminar

학문적 글쓰기와 비평적 글쓰기, 문학창작을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지도하여 문학연구자, 문학 비평가, 
작가, 시인 등을 양성하는 강의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 토론, 실제 비평 및 창작 
작품 작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학생들 간의 활발한 자유토론과 합평회, 문학작품 읽기, 자료수집, 비평적 
수사, 용어, 개념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학생들의 창작 욕구를 충족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둔다.  

KOR2048 창작멘토링교실 Creative Writing Mentor Class

기성 문인으로부터 체험과 실습, 실제창작에 기초한 지도를 받는다. 현장체험은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문학적 글쓰기의 체험을 듣거나 실제 작품에 대한 논평을 받도록 하고 멘토에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 있는 수강생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만남이 유지되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론 
이외의 창작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둔다.

KOR4059 고전문학사 Classical Korean Literature History 

원시종합예술에서 조선조 문학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문학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다. 고전문학의 
역사에 나타난 지속과 변화의 양상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학적 전통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본격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

KOR4060 한문과 고전문학 Korean Chinese Literature Study

전근대 우리나라에서 한문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에 대한 양식적․제재적․미학적 탐색을 통해 중국고전문학
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한국한문학의 독자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국문문학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서 
한국문학의 영역과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KOR4061 현대시강독 Modern Poetry Reading 

개화기에서 현재까지의 한국 현대시사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한다. 현대시의 비평적 독해
력을 기르고 아울러 현대시의 역사적 계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KOR4062 해방후 문학과 비평 Post-Liberation Literature and Criticism 

해방 후 주요 문학 및 비평 작품을 보다 넓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검토하면서 해방에서 현재에 이르는 
한국문학의 계보와 비평적 쟁점을 살펴본다.

KOR4063 국어의 역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우리말의 조상은 어떤 언어이며 고대, 중세, 근대국어에서 어떤 변화를 입어 현대국어에 이르 는가 하는 
국어의 역사를 음운, 문법, 어휘 체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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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4064 훈민정음의 이해 Understanding Hunminjeongeu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세계 문자 사상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국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訓民正音)｣을 중심으로 하여, 독창적인 제자 원리와 정 한 운용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글’이 앞으로 한국문화와 세계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보고자 마련한 강좌이다.

KOR4065 서사문화론 Narrative Culture Study

인류문화의 중요한 특성인 서사는 신화와 설화, 소설은 물론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현대문화의 장르에 공통되는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정통문학은 물론 대중문화까지를 아우르는 
서사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현대문화의 영역에서 서사문화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KOR4066 고전시가론 Classical Poems and songs Study

신라가요와 고려가요 및 조선조 시가 전반의 가치와 특질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런 고시가의 존재 의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KOR4067 고전소설론 Study of Classical Korean Novels

한국 고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적 특징, 고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
고, 고소설의 풍부한 유산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KOR4068 현대문학사 Modern Korean Literature History 

현대문학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문학사의 근본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KOR4069 국어어휘와 표현 Lexicology and 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국어 어휘를 중심으로 문장, 담화 등의 표현에 대한 의미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국어 의미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OR4070 중세국어문법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Grammar from Middle age

중세 한국어 자료 중 가장 신뢰할 만한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 말까지의 한글자료를 중심으로, 총론·형태
론·통사론의 측면에서 중세국어 문법의 여러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와의 역사
적 연계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 한국어 문법의 여러 현상을 거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
려는 데 초점을 맞춘 강좌이다.

KOR4071 구술문학의 세계 Oral Literature Study

구술문학을 독립된 학문체계로 정리 개관하고, 특히 신화, 설화, 판소리, 민담, 야담, 민속극 등 산문문학의 
전통에 유의하여 강의를 이끈다. 문헌설화의 정리방법과 기록문학과의 관련에서 뿐만 아니고, 구비문학 
조사방법 등 실제 현지조사도 가능한 한 곁들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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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4072 국어학 논문강독 Reading Korean Linguistics

국어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국어정책, 국어생활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읽고 이해하여 우리말
의 여러 현상에 국어학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OR4073 한국불교문학･문화론 Korean Buddhist Literature & Culture Theory

물질문명 중심의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
고 보급하기 위한 불교문학․문화이론 정립을 모색한다. 마이너리티의 정체성에 관심을 두는 포스트콜로니
얼 이론, 생태주의 등과 불교적 사유와의 접점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KOR4074 한국현대문화론 Korean Modern Culture Study

인터넷, 영상 등 새로운 디지털 매체와 대중문화의 상승에 의한 한국 현대문화의 변동 양상을 파악한다. 
현대문화의 현황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한국 현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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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영어문학에서는 전반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며 영어문

화권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인문과학 

인재를 양성한다. 더불어, 영화와 대중문화를 포함하

여 보다 다양한 텍스트 읽기를 시도하고 실용적인 영

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

서 과거와 달리 주요 문학작품만을 읽고 감상하는 것

이 아니라 보다 넓고 다양해진 영미어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여 오늘날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2학년 과정은 영어권문학, 영어

회화, 영미문학, 근대영국소설, 영화속의 문학, 글로

벌 영작문과 같은 기초과목을 통하여 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3,4학년 과정에서는 영어문화권

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문과학 분

야의 인재를 기르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 또한, 정규 

교과 과정 외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특강, 다양한 

과외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의 연계 등 영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과거의 영어문학은 전통적으로 인정된 영미문학 정

전을 읽고 감상하는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보다 다

양한 시각으로 문학작품을 선택하여 감상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정해진 문학정전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비정전의 대중적인 문학작품의 가치를 인정한

다. 텍스트의 의미를 확대하여 문학에는 영화와 대

중문화도 포함시킨다. 다양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실용적인 영어 구사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영어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강의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주요 문학작품만을 읽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문화중심적

인 방향으로 옮겨 다양해진 영미 어문학과 영미 언어

문화를 연구하여, 오늘날 문학을 통해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인문학 

학문 교수 경향은 다양한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문화

중심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영어문학은 학생들을 보다 실천적인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망한 학문이다. 

 졸업 후 진로

영어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기획

하는 자유 활동가, 그리고 일반 사무 관련직으로 진

출할 수 있다. 

1. 전문직

전문가다운 영어작문과 독해능력을 필요로 하며, 영

어문학, 국문학, 철학, 사회학, 영화학, 여성학 등의 

기초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영어문학자 

및 전문 인문학 학자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국내․외의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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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원에 진학한다.

  - 영어문학자 및 전문 인문학 학자

  - 초등 및 중․고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 공공단체 등의 문화 및 이벤트 사업 기획 전문가

  - 영화 기획 및 멀티미디어 번역 전문가 

  - 문화(시민, 환경, 여성문제)운동 전문가

  - 문학/문화비평가 및 문학/문화 이론가

2. 자유 활동가

필수적으로 글쓰기를 통한 자기표현능력을 필요로 하

며 연관학문으로 국문학 및 역사학의 기초지식을 필

요로 하고 철학과 문학에 대한 다량의 독서를 요한다.

  - 시인, 소설가, 번역문학가, 동시통역활동가

3. 일반 사무 관련직

영어회화와 작문을 필요로 하며 경영학, 경제학, 정치

학, 그리고 국제관계와 지역학의 기초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학에 대한 세 한 훈련을 요한다.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무 관련직

  - UN 및 산하 국제기관의 사무 관련 전문직

 교수소개

김    한

전 공 분 야 영문학

세부연구분야 Shakespeare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석사학위과정 라번대학교(미국)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담 당 과 목 Shakespeare 영미문학과 공연예술 영미문학배경

대 표 저 서

셰익스피어의 인간과 세상 이야기(동인, 2009)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의 세계II(공저,동인,2003)

그리스 로마극의 세계 I(동인,2000)

대 표 논 문

Neither Villain nor Hero : Macbeth as everyman(The Shakespeare Review)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디지털시대의 신화와 드라마 읽기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Two Great Traditions : The Understanding of Man as a Background for English Literature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김 영 민

전 공 분 야 현대영미시와 현대비평이론 

세부연구분야 미국시, 영국시, 아일랜드문학, 캐나다문학, 정신분석학, 포스트모더니즘, 초국가주의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조리대학교(미국)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트랜스내셔널
현대영미시

포스트모더니즘과 
21세기 영문학

정신분석학으로 본 
영화와 문학

영어문화의세계

대 표 저 서

에즈라 파운드 : 포스트모던 오디세이아, 1998

현대미국생태시의 이해, 2008

새로운 시론 탐구, 2009

대 표 논 문

새로운 문화담론으로서의 초국가주의, 영어영문학연구 51권1호 2009

A Prolegomenon to Transcultural Poetics and Poetry, 영어영문학 54권6호, 2008

Visual Literacy and Transgression: Rereading Vertigo from Lacanian Gaze, 10권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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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훈 성

전 공 분 야 현대 영미 희곡

세부연구분야 포스트모던 드라마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영어문학입문 문화상품의 이해와 소개 연극을 통한 영어 연습 영미문학 공연과 예술

대 표 저 서 기호학으로 본 연극세계

대 표 논 문

One Mirror Is Not Enough 

A Bourdieun Reading of Pygmalion

메타연극의 정치성

장 시 기

전 공 분 야 문학비평

세부연구분야 문화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영화속의문학 텍스트와비평 영미문화연구 영어문화의세계

대 표 저 서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나는 아프리카 인이다(번역서)

자유로운 몸으로 영화를 철학하다, (2010)

대 표 논 문

근대적 인간의 비평가와 탈근대적 동물의 시인

근대적 사랑의 세 가지 방정식: 프로이드, 라캉, 들뢰즈

20세기 초반의 미국과 21세기 초반의 미국

김 애 주

전 공 분 야 미국문학

세부연구분야 현대미국소설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현대미국소설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영미대중문학읽기 영어문학입문

대 표 저 서

토니 모리슨 연구

미국흑인문학의 이해

AsianAmerica. Net

대 표 논 문

흑인 여성의 몸, 폭력, 그리고 희생자의 윤리: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급진적 페다고지 : 변환학습을 통한 아시아계 미국문학 가르치기

사물의 다른 질서 : 아체베의 삼부작에 나타난 아프리카 구술미학

노 헌 균

전 공 분 야 현대미국소설

세부연구분야 미니멀리즘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미국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버팔로)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미국학입문 미국문화와영화 미국문학과글쓰기연습 영어권문화와청취

대 표 논 문

에이미 햄펄과 미니멀리즘

레이먼드 카버와 미니멀리즘

리처드 포드의 독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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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중

전 공 분 야 영국문학

세부연구분야 19세기 영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네브라스카주립대-Lincoln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영문법과 말하기 연습 빅토리아시대 문학과 문화 영어권 문화와 청취 영국 낭만주의의 이해

대 표 저 서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목요일이었던 남자(번역서), 2010

대 표 논 문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이데올로기와 아도르노

Who is Friday's real foe, Defoe or Foe?: A Post-Colonial Reading of Foe

신역사주의, 워즈워스의 시에 적용 가능한가?

홍 승 현

전 공 분 야 영국소설

세부연구분야 현대영국소설, D. H. Lawrence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네브라스카주립대-Omaha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네브라스카주립대-Lincoln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근대영국소설 현대영국소설 페미니즘과 영문학 영어권 문학

대 표 저 서 20세기 영국소설의 이해

대 표 논 문
Paul Morel's Identification and Alienation: A Lacanian Reading of D. H. Lawrence's Sons and Lovers

Using Luce Irigaray, Reading D. H. Lawrence's The Plumed Serpent

James O'Sullivan

전 공 분 야 미국소설

세부연구분야 문화비평

학사학위과정 써섹스대학교(영국)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브라이튼대학교(영국)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담 당 과 목 영어회화실습1 영어회화실습2 글로벌영작문

대 표 논 문

Mapping Oblivion in ‘The Road’: America’s Last Adam and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No Direction Home': Transhistorical Misreadings of Cormac McCarthy

George Orwell, Arthur Miller and Samuel Beckett: Moving Beyond Allegorical Readings in a Korean 
Classroom

Maya Han Weimer

전 공 분 야 영어회화

세부연구분야 영어회화 및 영작문교육

학사학위과정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tudio Art MFA

담 당 과 목 영어회화실습1 영어회화실습2 글로벌영작문

대 표 논 문

Framing The Liminal: Bhabha and the screen-spaces of Julien

Homeless and Lawless: A Reconsideration of Exilic Subjectivity in the Films of Duras and Varda

New Seoul Cartographies: Place, Displacement, Mapping and Memor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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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NG2029 영어문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선택필수

ENG2003 영어회화실습1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선택필수

ENG2007 영어권문학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NG2022 근대영국소설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NG2023 영화속의문학 3 3 기초 학사1~2년 1

ENG2027 영문법과말하기연습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선택필수

ENG2015 영어회화실습2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선택필수

ENG2030 글로벌영작문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선택필수

ENG2017 영미문학과공연예술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NG2021 미국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NG2024 영미문학배경 3 3 기초 학사1~2년 2

ENG2031 영어문화의세계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NG4049 트랜스내셔널현대영미시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NG4005 세익스피어 3 3 전문 학사3~4년 1

ENG4028 현대미국소설 3 3 전문 학사3~4년 1

ENG4031 텍스트와비평 3 3 전문 학사3~4년 1

ENG4044 미국문화와영화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NG4045 빅토리아시대영문학과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1

ENG4046 문화상품의이해와소개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NG4020 미국문학과글쓰기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50 영국낭만주의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24 연극을통한영어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NG4040 영미문화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51 포스트모더니즘과21세기영문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NG4043 페미니즘과영문학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47 현대영국소설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48 영어권문화와청취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영어교사

영어회화실습(I),(II)
근대영국소설
영어문학입문
영어권문학
실용영문법
글로벌영작문

미국문화와 영화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텍스트와 비평
셰익스피어

트랜스내셔널현대영미시
페미니즘과 영문학

영미문화연구

교육학입문(교육)
교육과정이론(교육)
교육측정및평가(교육)
인간발달과 학습(교육)

영어 문화전문가
및

해외사업 분야

영어회화실습I, II
영어권문학
영어문학입문
영화속의문학

영미문학과공연예술
미국학입문

미국문화와 영화
문화상품의 이해와 소개

텍스트와 비평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영미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21세기영문학영어

권 문화와 청취

전자상거래입문(국제통상)
인터넷무역(국제통상)
국제무역실무(국제통상)

국제협상의이론과실제(국제통상)
무역영어(국제통상)

국제무역과마케팅(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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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문화전문가
및

해외사업 분야

영어회화실습I, II
영어권문학
영어문학입문
영화속의문학

영미문학과공연예술
미국학입문

미국문화와 영화
문화상품의 이해와 소개

텍스트와 비평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영미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21세기영문학영어

권 문화와 청취

전자상거래입문(국제통상)
인터넷무역(국제통상)
국제무역실무(국제통상)

국제협상의이론과실제(국제통상)
무역영어(국제통상)

국제무역과마케팅(국제통상)

언론기자,
문예작가, 
공연예술가,
문화운동
전문가

영어문학입문
영어권문학

영미문학과공연예술
영화 속의 문학

트랜스내셔널현대영미시
셰익스피어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텍스트와 비평

영국낭만주의의이해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영미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21세기영문학

페미니즘과 영문학
현대영국소설

현대시이론및강독(문예창작)
현대소설이론및강독(문예창작)
현대희곡이론및강독(문예창작)

세계문학특강(문예창작)
서양연극사1(연극)

영상산업론(영화영상)
세계영화사(영화영상)

복수전공자

영어문학입문
영어권문학

영화 속의 문학
근대영국소설

미국문화와 영화

트랜스내셔널현대영미시
셰익스피어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텍스트와 비평

영국낭만주의의이해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영미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21세기영문학페미

니즘과 영문학
현대영국소설

각각의 전공 교과목

 교과목 해설

ENG2029 영어문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nglo Saxon기의 서사시 Beowolf에서 출발, 중세기의 Romance, Elizabeth조의 르네상스, Shakespeare
를 비롯한 극문학 및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문학사적 개관을 다룸으로써 영문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의 이해를 돕는다.

ENG2003 영어회화실습1 English Conversation I

Native Speaker를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회화에 익숙해지고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간결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익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를 닦고 외국인과 보다 활발한 접촉이 가능해
지도록 한다.

ENG2007 영어권문학 Literature in English-Speaking Nations

Australia, Canada, South Africa, Jamaica 등 영연방국가는 물론 India를 포함한 영어권 사용국가의 
작품을 다룬다. 소설, 시, 드라마를 포함한 영어문학을 다루는데 주로 탈 식민지적 시각에서 조명한다.

ENG2022 근대영국소설 British Fiction to 1900

영국소설의 시작인 18세기의 중요작가 Defoe, Swift, Fielding, Richardson 등의 대표작에서부터 19세기
의 Austen, Eliot, Dickens, Hardy, Bronte의 소설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근대영국소설의 배경을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심리학적인 견지에서 고찰하면서 중요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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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2023 영화속의 문학 Literature in Cinema

문학 텍스트와 영화 텍스트를 교재로 사용하여 문학 텍스트의 언어 이미지와 영화 텍스트의 스크린 이미지
가 지니는 상호유사성을 찾아내고, 문학의 역사적 변형과정과 영화의 역사적 변형과정을 추적하여 문화연
구의 분야에서 상호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ENG2027 영문법과말하기연습 English Grammar for Speaking

본 강좌는 기존의 독해 위주의 문법 교육을 벗어나, 말하기에 필요한 문법 교육의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문법적 사항에 맞추어 문장을 형성하는 연습을 하도록한다.

ENG2015 영어회화실습2 English Conversation II

어느 정도 습득한 영어회화를 그 목적과 소용에 따라 다소 level-up하고, 내용을 다양성 있게 하여 일상회
화 뿐만 아니라 간단한 회의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 나가며 아울러 전공분야나 특수 
분야에도 관심을 두어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회화능력을 가진다.

ENG2030 글로벌영작문 Global English Composition

먼저 영어작문의 기초능력을 재확인한 다음, 고급 수준의 쓰기를 익히도록 함과 동시에 읽기도 연습하게 
하여 학습자가 균형이 있는 언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영어작문을 통하여 명석한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겸한다. 

ENG2017 영미문학과 공연예술 English Literature and Drama

문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오늘의 세계는 창조적 상상력과, 풍부한 미적 감각, 인간의 모습과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자질들의 계발을 목표로, 영미문학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위대한 극들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한  생생한 접근을 통해, 모든 예술 장르 
중 가장 인생 그 자체를 닮았다고 평가되는 연극예술을 감상한다.

ENG2021 미국학입문 Introduction to American Studies

미국문학 혹은 미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미국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선행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강좌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ENG2024 영미문학배경 Background to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영미문학이 나온 자리파악과 그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위시하여 영미문학의 
배경이 되는 주요 설화 자료들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영미문학은 물론 서양문학과 서양문화 일반, 철학, 
사회사상, 정치사상의 저변을 관통하는 두 가지 커다란 인간이해 전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ENG2031 영어문화의세계 The World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영어권 국가의 언어, 사회, 역사와 문학 등 총체적인 문화 현상을 경험하도록 한다. 문자 매체 뿐 아니라 
전자 매체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문화 전초병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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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4049 트랜스내셔널현대영미시 Transnational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19세기 미국시를 형성한 Poe, Whitman, Dickenson과 같은 시인들과 20세기 영미모더니즘 시인들인 
W. B. Yeats, T. S. Eliot 그리고 30년대의 Auden 그룹과 40년대의 Dylan Thomas 시와 시인들의 유사성
과 개별성을 공유한다.

ENG4005 셰익스피어 Shakespeare

Shakespeare는 영국의 르네상스기가 낳은  서양문학의 절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400여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문학, 예술, 철학, 신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심원하고도 살아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한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의 작가로서” 국제적인 문화의 코드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천재적인 언어의 예술을 체험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에 접근하기위해, 대표적인 4대비극중 
적어도 한 편을 골라  원전의 공연녹음의 청취, video혹은 film감상들을 곁들여 감상한다. Shakespeare의  
작품세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의 세계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다.

ENG4028 현대미국소설 Modern American Novels

미국소설의 독해를 통하여 미국어와 미국문학 아울러 미국사회의 이해를 도모한다. 미국문학을 영문학 
및 유럽문학과 비교함으로서 세계문학에서의 미국문학의 위치를 가늠해 본다.

ENG4031 텍스트와 비평 Texts and Criticism

문학비평용어에서 작품(Work)이 텍스트로 이동하는 문학 이론적 흐름을 살펴보고, 실제 문학텍스트들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읽혀질 수 있는가를 이론의 강독과 번역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자 한다.

ENG4044 미국문화와 영화 American Culture and Film

이 강좌는 영상이나 인쇄물로 된 미국 문화 전반의 주제를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미국문화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미국문화의 특징인 다문화주의의 예로는 무엇을 들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등을 다룰 것이다.

ENG4045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빅토리아 시대 영문학과 문화- 낭만주의와 20세기를 잇는 빅토리아 시대는 현대 문학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시대이다. 테니슨, 브라우닝과 같은 주요 시인들의 작품과, 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아놀드를 
비롯한 주요 작가들의 산문, 예술지상주의나 데카당스, 라파엘로전파와 인상주의 미술 등을 감상한다.

ENG4046 문화상품의 이해와 소개 English Briefing on Korean Cultural Products

수강생들의 영어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의 문화 상품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거나 시사적인 현안에  브리핑하는 기술을 가르친다. 발음, 자료수집, 원고 작성, 발표 기술 등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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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4020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American Literature and Critical Writings

이 강좌의 목적은 1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문학 중에서 학생들의 비평적 안목과 논리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 장편소설, 각종 문헌, 영화 등을 읽고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ENG4050 영국낭만주의의 이해 Understanding English Romanticism

영시를 영문학의 꽃이라 한다면 19세기 낭만주의 영시는 영시의 꽃이다. 특히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자연과 사랑, 삶과 죽음의 노래는 인생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 
줄 것이다.

ENG4024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English Exercise through Drama

기존의 독해능력과 문학성 배양에 중점을 둔 희곡수업에서 벗어나 연극공연을 녹화한 video-text를 이용
하여 수강생들이 눈과 귀를 동시에 활용하여 텍스트적 의미와 연극적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도록 한다. 
수업 중 소통 언어는 주로 영어로 하며 멀티미디어 교육환경효과를 배가시킨다.

ENG4040 영미문화연구 British and American Cultural Studies

영미문학 연구에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내지는 문화학(Culturology)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위치를 살펴보고, 전통적인 문학과 여타 문화매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이론들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조명한다.

ENG4051 포스트모더니즘과

21세기영문학
Postmodernism and 21C English Literature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동시대의 영미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텍스트들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따른 여타의 영미문학 텍스트들을 개괄한다.

ENG4043 페미니즘과 영문학 Feminism and English Literature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의 영국사회 전반에 드러나 있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당시의 문학작품을 통하
여 파악하는 동시에 영문학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반여성주의 전통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19, 20C의 
페미니즘 문학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ENG4047 현대영국소설 Modern British Fiction

Conrad, Lawrence, Joyce, Woolf 등의 모더니즘 주요작가들의 대표작과, 1930년대 이후의 Golding, 
Murdoch, Fowles과, 최근의 Winterson에 이르기까지 영국소설을 정독한다. 현대영국소설의 특징을 개
관하고 다양한 현대비평이론들을 접목시켜 소설에 대한 비평적인 해석능력을 향상시킨다.

ENG4048 영어권 문화와 청취 Global English Cultures and Listening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문화 전반에 관한 문화 텍스트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텍스트들을 청취하여 
지구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영어의 다양성에 대한 청취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인도 등등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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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영어․통번역전공의 1.2학년 과정은 영어학 입문, 영

어음성학과 발음연습과 같은 영어 기초과목을 통하

여 영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어청취,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한 영어말하기, 기초적인 영어글

쓰기 과목과 통역 및 번역의 기초과목을 통해 실용적

인 영어구사능력을 숙달시키는데 치중한다. 3.4학

년 과정에서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

시키고, 영한 및 한영 순차통역, 문학번역, 실무번

역, 영상예술번역 등과 같이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통․번역 실무과목을 다룬다. 또한, 정규 교과 과정 

외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특강, 다양한 과외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의 연계 등 영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영어․통번역전공

의 특성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이

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한다. 

영어․통번역전공 졸업생들은 사회의 다방면으로 진출

하여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통․번
역 관련분야 뿐만 아니라 학계, 외교무대, 언론․방송

계, 무역업계 및 교육계로 진출해나갈 수 있으며, 외국

기업 및 일반기업, 금융기관, 공무원 등 우수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외국어문학과의 학문 교수 경향은 보다 실용적

이고 문화중심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가장 잘 부응하는 학문이 통·번역학이며, 

특히 영어·통번역은 종래의 순수 문학 및 어학 위주

의 연구 교수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을 

보다 실천적인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망한 학문이

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통·번
역학을 독립 학과로 창설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선구적인 위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통·번역의 기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부단히 수

정, 기획해 나가고 있다. 영어학 기초이론의 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지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통·번역의 기초 

및 전문 기술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실용적 의사소통

을 중시하는 최근의 학문 조류에 부응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영어․통번역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영어 및 통번역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영어․통번역 전공학생들은 국제화, 세계화 시

대의 의사소통 매체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 해지고 

있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

로써 학문연구는 물론 다양한 직업의 탐색에 있어서

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영어․통번역 전공학생

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로는 회의 통역사, 

번역사, 국제무역 분야의 의사소통전문가, 출판번역 

기획 및 번역사업, 언론사 등 매우 다양하다.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nglish Interpretation &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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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4047 한영순차통역1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IT4051 정치경제번역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IT2041 번역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선택필수

EIT2027 영어청취2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IT2018 English Essay Writing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IT2022 시사영어강독2 3 3 기초 학사1~2년 2

EIT2013 실용영문법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IT2030 영어음성학과 발음연습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선택필수

EIT2040 문학과 영상번역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IT4042
Materials & Curricular
Development in TESOL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IT4050 영어화용론과 번역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선택필수

EIT4043 Debate & Public Speaking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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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IT4035 고급영어글쓰기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IT4036 다문화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2

EIT4041 영한순차통역2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IT4040 한영순차통역2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IT5252  졸업논문 캡스톤 프로젝트 1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신규

EIT5253  졸업논문 캡스톤 프로젝트 2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신규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영어학

영어학입문
실용영문법

English Essay Writing
영어 청취Ⅰ,Ⅱ

Debate & Public Speaking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시사영어강독Ⅰ,Ⅱ

영어음성학과 발음연습
영어형태론과 어원
영어문장구조론
영어의미와 용법
영어화용론과 번역
고급영어글쓰기
시사영어글쓰기

 캡스톤 프로젝트Ⅰ,Ⅱ

기초논리학
인식론

칸트와 독일관념론
언어철학
심리철학

국어학의 이해
국어음운과 표준발음
국어단어와 문장
국어어휘와 표현

중세국어문법의 이해

번역사

영어학입문
번역학입문
실용영문법

English Essay Writing
시사영어강독Ⅰ
시사영어강독Ⅱ

텍스트유형과 번역
문학과 영상번역

영어문장구조론
다문화연구

고급영어글쓰기
시사영어글쓰기 
정치경제번역

영어형태론과 어원
영어화용론과 번역
해석학과 번역

캡스톤 프로젝트Ⅰ,Ⅱ

영어권문학
텍스트와비평
현대소설강독
현대소설론

국어어휘와 표현
문화와 역사의 철학

통역사

영어학입문
번역학입문
통역기초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Debate & Public Speaking 
영어 청취Ⅰ,Ⅱ

영어음성학과 발음연습

영한순차통역1,2
시사영어글쓰기
한영순차통역1,2

다문화연구
정치경제번역
고급영어글쓰기

캡스톤 프로젝트Ⅰ,Ⅱ

경제학입문
국제관계론
국제통상론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국제관계의 이해
세계변화의 이해Ⅰ

해외사업 및 
언론기자

통번역입문
Debate & Public Speaking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시사영어강독Ⅰ,Ⅱ

English Essay Writing
문학과 영상번역
텍스트유형과 번역

고급영어글쓰기
시사영어글쓰기
영한순차통역1,2
한영순차통역1,2

다문화연구
정치경제번역

영어화용론과 번역

인터넷무역
국제무역실무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무역영어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론

복수전공자

번역학입문
Debate & Public Speaking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텍스트유형과 번역

통역기초

영한순차통역1,2
한영순차통역1,2
고급영어글쓰기
시사영어글쓰기 
문학과 영상번역
영어형태론과 어원

현대소설론 
경제학입문
국제통상론
인터넷무역
무역영어

커뮤니케이션론

복수전공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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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IT2002 영어학 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어 문장의 구조적, 의미적, 기능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여 언어의 본질을 이해한다. 또한 기초 영문법을 학습하면서 영문법이 영어 읽기 및 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습한다.

EIT2023 영어청취1 English Listening Practice 1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본격적인 통역연습을 위한 예비단계로 학생들의 듣기능력을 함양하는 강좌이다. 
교육, 예술, 정치, 경제 등 영어권 문화의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접근함으로써 영어 듣기능력을 함양한다. 

EIT2024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학생들의 생각을 대중 앞에서 발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좌이다. 다양한 학문적, 시사적 
성격의 주제에 관하여 영어토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전달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EIT2014 시사영어강독1 Current English I

학생들의 어휘력, 독해력,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로 주로 시사 잡지, 신문 등 정기 간행물을 텍스트로 
삼아 집중 훈련한다. 

EIT2034 Theories & Methodologies in TESOL Theories & Methodologies in TESOL

영어 학습과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현재까지 존재해 
온 영어 교수법 그리고 20세기 영어교육을 주도해온 의사소통중심(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그리고 총체적 언어교육(Whole Language Approach) 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배우는 과목이다.

EIT2035 영어형태론과 어원 English Morphology and Etymology

영어 단어 형성(word formation)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면서 현대영어 어휘의 
토대를 이루는 Greek, Latin 및 영어 고유 어근(root), 접두사(prefix), 접미사(suffix)들에 초점을 두고 
영어 형태론 및 어원을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영어 어휘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둔다. 

EIT2038 텍스트 유형과 번역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본 과목에서는 언어적 층위에만 머물 던 기존의 번역이론 및 방식을 탈피하고 번역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고려하여 텍스트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번역전략을 연습한다. 학생들은 텍스트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번역방식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번역자질을 습득한다. 

EIT4018 영어의미와 용법 English Semantics and Usage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등 전통적인 의미관계를 다루고 인지 의미론의 관점에서 영어 의미현상 가운데 은유
와 의미확장을 주로 다룬다. 또한 은유현상을 통하여 은유와 관계된 영어의 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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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4019 영어문장구조론 English Syntax

현대영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술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어 구문의 구조적, 통사적 특성을 현대문법이
론에 따라 생성적 관점에서 심층구조 생성 및 표층구조로의 도출과정을 관찰하여 알아본다. 또한 영어문법 
지식이 독해 및 발음법에 활용토록 연습한다.

EIT4020 시사영어글쓰기 Newspaper Article Writing

시사일반, 정치, 경제 등 일상적인 번역수요가 있는 신문기사 작성의 경험과 기사문의 번역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한 강좌이다.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의 유형 및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문체 및 어휘, 문장구조
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IT4049 해석학과 번역 Hermeneutics and Translation 

번역은 담화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담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 텍스트, 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과목에서는 해석학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이를 실제 번역에 적용해 본다. 

EIT4045 영한순차통역1
Consecutive Interpretation from English to
Korean 1

연설자가 영어로 일정한 길이의 연설을 한 후 학생 중 한 명이 통역사가 되어 한국어로 통역을 실시하는 
형태로써 핵심적인 통역 학습이다. 통역기초 과정에서 다루었던 노트테이킹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텍스트의 길이와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역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EIT4047 한영순차통역1 Consecutive Interpretation from : Korean
- English

연설자가 한국어로 일정한 길이의 연설을 한 후 학생 중 한 명이 통역사가 되어 영어로 통역을 실시하는 
형태로써 핵심적인 통역 학습이다. 통역기초 과정에서 다루었던 노트테이킹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텍스트의 길이와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역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EIT4051 정치경제번역 Political and Business Translation

세계 경제, 금융,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IT, 국제상거래법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관련지식과 전문용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번역방법과 주제분야 지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강좌이다. 

EIT2027 영어청취2 English Listening Practice 2

영어청취1에 이어 보다 전문적으로 듣기능력을 함양하는 강좌이다. 교육, 예술, 정치, 경제 등 영어권 문화의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접근함으로써 영어 듣기능력을 함양한다.

EIT2018 English Essay Writing English Essay Writing

영어 문어텍스트를 통한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글쓰기의 기본 지식을 함양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구조 및 정보전개 구조 차이, 한국어와 영어의 구두점 사용법 차이를 이해하고, 
글의 논리적 일관성, 경제성, 수사적 효과 등을 구현하기 위한 기재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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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2022 시사영어강독2 Current English II

시사 영어 강독 I 보다는 전문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실무적인 전문 용어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의 
어휘력, 독해력,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시사 잡지, 신문 등 정기 간행물을 텍스트로 삼아 집중 
훈련한다. 

EIT2013 실용영문법 Practical English Grammar

영문법의 기초를 튼튼히 익히는 한편, 새로운 문법이론에 입각하여 영문법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좌이다. 강의 내용은 규범 영문법의 재조명을 통한 영문법의 학습을 충실히 하며, 규범 
영문법의 전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EIT2030 영어음성학과 발음연습 English Phonetics and Pronunciation Practicum 

음성학의 관점에서 영어의 음성적 특성 및 발음원리를 학습하고, 실제 연습을 통해 영어의 정확한 발음법을 
배우는 강좌이다. 영어의 조음규칙을 먼저 학습한 후 정기적으로 랩실에서 영어 발음을 연습한다. 

EIT2040 문학과 영상번역 Literary and Audiovisual Translation

본 과목에서는 단편소설 및 영화자막의 번역을 통해 문학텍스트 및 영상물의 특성을 이해한다. 번역작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번역과 함께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상번역의 특징 및 원칙 등이 주로 학습된다.

EIT4042 Materials & Curricular 
Development in TESOL Materials & Curricular Development in TESOL

영어 교재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교육 과정과 교수 요목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바탕으로 영어 교재의 구성 및 내용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EIT4050 영어화용론과 번역 English Pragmatics and Translation 

영어 화용론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번역에 적용해 보는 교과목이다. 특히 문장의 의미가 담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를 실제번역연습에 적용해 본다. 함의 이론, 
화행론, 대화 함축, 은유론 등의 이론을 통해 영어의 화용적 측면을 다룬다.

EIT4043 Debate & Public Speaking Debate & Public Speaking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설득적이고 논증적인 수사법으로 토론의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과목이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영어구사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고난도 영어숙달 과목으로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
통의 순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중 앞에서의 발표 및 연설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EIT4035 고급영어글쓰기 Advanced English Writing

영어글쓰기 과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으로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요령을 
배운다. 문장구성, 주제문 작성, 글의 개요쓰기, 수정 및 편집에 이르는 영어 글쓰기의 각 과정을 체계적이
고 과학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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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4036 다문화연구 Multicultural Studies

전지구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지역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언어 및 번역을 매개로 하여 접촉되
는 문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과목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
써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EIT4041 영한순차통역2 Consecutive Interpretation : English-Korean 2

영한순차통역 1에 이어 순차통역 기술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EIT4040 한영순차통역2 Consecutive Interpretation : Korean-English 2

한영순차통역 1에 이어 순차통역 기술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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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일어일문학 전공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 그들의 언어와 문

학, 나아가 문화 전반에 걸친 학습을 통하여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으로 일본어문법, 어학개

론, 문학개론, 문학사, 어학사 등의 일어학, 일문학 

및 일본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토록 하여 양국의 문화 경제교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

울러 일본과 관련된 타 분야에서의 활동도 가능하도

록 폭 넓은 소양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일본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다방면에서 한국과

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이다. 이에 일본과 관련된 인

문학적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을 통해 일본을 정확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무대에

서의 한일관계를 위해 고급 일본어 구사 능력에 필요

한 일본어의 숙달 뿐만 아니라 일본 문학은 물론, 

일본 사회의 역사, 경제, 정치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이 중요시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재학 중 매학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자매대학 교류 및 일본 정부 문부성 장학생, 日硏生 

장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졸업 후 뛰어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본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대학교수 및 학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 일본 문학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소양을 지닌 일본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일본어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한일 무역통상 기업체로의 취업 및 일

본어 통·번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대기업체나 중

소기업, 은행과 같은 일반 기업체는 일본 관련 업무

의 영역에서 기획, 해외영업, 교육, 비서실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

라는 특성상 일본 관련 방송국, 일본에 본사를 둔 

은행이나 기업, 또한 JET프로그램에 의한 취업 등 

일본 내 취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직

과정의 이수를 통해 중고등학교의 일본어 교사가 될 

수 있다.

일어일문학과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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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정 수 현

전 공 분 야 일본어 문법론. 일본어 표현론

세부연구분야 한․일대조연구

학사학위과정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오사카 대학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오사카 대학 일어일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일본어표현론 일본어관용표현 중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문법

대 표 저 서

日本語的表現の研究 博而精
현대 일본어 표현문법 대학서림

身體語彙에 관한 日本語慣用表現대학서림

대 표 논 문

｢現代日本語の受身表現｣ 語文37輯 大阪大学国文学研究室
｢気の語句をめぐる日韓対照研究｣ 日本語学７明治書院
｢評価副詞＋だの表現について｣ 日語日文学研究50輯 韓國日語日文学会

강 석 원

전 공 분 야 일본 고전 문학

세부연구분야 일본근세문학ㆍ일본국학

학사학위과정 국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오사카 대학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오사카 대학 일어일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일본문예강독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사 일본고전문학 입문

대 표 저 서

日本研究叢書6. 新 日本文学의 理解, 韓国日本学会 日本研究叢書 刊行委員会編(共著), 時事日本語社
上田秋成の研究―朝鮮をめぐる秋成国学の世界―, 책사랑

日本語 名文 讀解, 東國大學校 出版部

대 표 논 문

｢癇癖談をめぐって―その重層構造を中心に―｣, 待兼山論叢第     23号 文学篇, 大阪大学文学会
｢秋成의 国学과 貞幹｣, 日語日文学研究第39輯〔文学․日本学篇〕,    韓国日語日文学会
｢秋成の朝鮮認識｣, 日本文学研究ジャーナル第1号, 人間文化研究機構　国文学研究資料館

김 용 기

전 공 분 야 일본 근대 문학

세부연구분야 谷崎潤一郞
학사학위과정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주오대학 문학연구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다이토분카 대학 문학연구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일본근대문학입문 시사일본어 일본근대문학강독 일본근대소설입문

대 표 저 서

니자키 준이치로의 생애와 작품
인의 사랑
열쇠

대 표 논 문

｢源氏物語와 谷崎潤一郞소설 비교고찰｣
｢오에 겐자부로의  세븐틴고찰｣
｢瘋癲老人日記고찰｣

이 경 철

전 공 분 야 일본어학

세부연구분야 일본어 음운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히로시마 대학 교육학과 학술박사

담 당 과 목 일본한자음 일본어학개론 일본어사 일본어교수법

대 표 저 서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연구보고사, 2003

불모대공작명왕경 자음연구책사랑, 2005

일본한자음의 이해책사랑, 2006

대 표 논 문

｢四類介音의 合流時期에 對해서｣ 日本文化硏究第7輯, 韓國日本學協會. 2002.

｢中古漢語 韻尾體系의 再考｣ 日語日文學硏究第44輯, 韓國日語日文學會. 2003.

｢吳音에 나타나는 3等甲類韻의 直音表記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第17輯,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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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환 기

전 공 분 야 현대 일본 문학

세부연구분야 한일비교문학, 재일코리언문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다이쇼 대학 문학연구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다이쇼 대학 문학연구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일본현대소설입문 일본문화사 한.일비교문학 일본학의이해

대 표 저 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시가 나오야
야마모토 유조의 문학과 휴머니즘

대 표 논 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혼종성과 세계문학적 가치｣
｢재일 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사기사와 메구무의 문학세계｣

이시야마 데쓰야

전 공 분 야 일본어 문법론

세부연구분야 일본어 문법론

학사학위과정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영미어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담 당 과 목 초급일본어 중급일본어 중급일본어회화 고급일본어작문

대 표 저 서
실용 일본어 회화 Step2(공저) 다락원 2008

초스피드 일본어 Step3(공저) YMB 일본어 2010

대 표 논 문

한․일 경어운용에 관한 일고찰日本学研究第20輯, 檀國大學校 日本硏究所 2007. 1
日本語と韓国語の授受表現使用領域に関する一考察 -恩惠の授与を表さない補助動詞用法を中心にー日本学研究第20輯, 韓国日本語学会 2007. 12
｢～てくれる｣と｢～てもらう｣の使用条件に関する一考察日本学研究第23輯,　檀國大學校 日本硏究所 2008. 1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JAP2001 초급일본어 3 3 기초 학사1년 일어 1

JAP2002 중급일본어 3 3 기초 학사1년 일어 2

JAP2003 중급일본어문법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1

JAP2004 중급일본어회화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1

JAP2005 일본현대소설입문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1

JAP2006 시사일본어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1

JAP2007 고급일본어문법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2

JAP2008 고급일본어작문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2

JAP2009 일본근대소설입문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2

JAP2010 일본문예강독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1

JAP2011 일본학의 이해 3 3 기초 학사2년 일어 2

JAP4001 일본어학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1

JAP4002 일본어표현론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1

JAP4003 일본근대문학입문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1

JAP4004 일본고전문학입문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05 일본한자음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1

JAP4006 일본문학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1

JAP4007 일본문화사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1

JAP4008 일본문학사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09 일본어관용표현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10 일본어교수법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11 일본근대문학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12 일본어사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13 한ㆍ일비교문학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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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일어교사
중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작문

일본어학개론
일본한자음
일본문학개론
일본어교수법
일본문학사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및 평가

일본어교재연구·지도법

일어관련
통·번역

해외사업 분야

중급일본어회화
시사일본어

일본어표현론
일본학의 이해
일본어관용표현

국제무역실무
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통상론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문예작가·
문화관련
전문가

일본현대소설입문
일본근대소설입문
일본문예강독

일본근대문학입문
일본고전문학입문
한·일비교문학

일본어사
일본문화사

일본근대문학강독

한말·일제시대의 이해
일본사 교육론
현대문학사상사
현대문학비평론

복수전공자

중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작문
일본학의 이해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표현론
일본한자음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사

일본고전문학입문
일본어관용표현
한·일비교문학

일본어교재연구·지도법
일본사 교육론

 교과목 해설

JAP2001 초급일본어 Elementary Japanese

일본어의 문자·발음의 기호를 익혀 기본적인 일본어 체계를 학습한다.

JAP2002 중급일본어 Intermediate Japanese

기본문형·문법·어휘력의 학습을 통해 독해력을 배양한다.

JAP2003 중급일본어문법 Intermediate Japanese Grammar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통하여 우리말과의 차이를 대조 비교함으로써 일본어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JAP2004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Japanese Conversation

회화체의 중급 수준을 완료한다.

JAP2005 일본현대소설입문 Modern Japanese Novel

일본의 대표적 소설을 임의로 골라 감상하고, 각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 성향을 분석·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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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2006 시사일본어 Current Japanese

일본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 우리 문화와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 검토한다.

JAP2007 고급일본어문법 High Course Japanese Grammar

일본어 대우표현, 자동사문, 타동사문, 수동문, 사역문 등 복잡한 문형의 문법구조를 익혀 난해한 문장의 
독해력을 기른다.

JAP2008 고급일본어작문 High Course Japanese Composition

일본어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작문 능력을 기른다.

JAP2009 일본근대소설입문 Japanese Novels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의 소설을 감상, 분석,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JAP2010 일본문예강독 Readings in Japanese Art and Literature

일본의 단편적 문학 작품을 감상하여 그들의 문학세계와 생활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어휘력 및 독해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JAP2011 일본학의이해 Comprehension to Japanese Linguistics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구도적 특징을 분석 고찰한다.

JAP4001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현대 일본어의 구조와 성격을 알고 그것이 과거에 있어 어떤 발달 및 변천과정을 거쳤는지 역사적 배경을 
확실히 하는 일본어학의 기본적인 바탕을 쌓도록 한다.

JAP4002 일본어표현론 Japanese Expression

일본어적인 표현의 제 양상들을 한국어와 대조함으로써 일본어의 특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JAP4003 일본근대문학입문 Modern Japanese Literature

일본의 대표적 근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성향을 분석 비평한다.

JAP4004 일본고전문학입문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일본고전문학 작품의 해독을 위한 고전문법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대표적 고전작품의 강독을 통하여 독해
력을 배양한다.



135

02

JAP4005 일본한자음 Sino-Japanese

일본의 한자 및 중국어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에 수용된 한자음을 고찰한다.

JAP4006 일본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일본 고전문학의 대표적 작품을 정선하여 학습자에게 조사 발표하게 함으로써 일본문학 연구의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JAP4007 일본문화사 History of Japanese Culture

일본문화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가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일본문화와 문학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킨다.

JAP4008 일본문학사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문학사를 개관하고 각 시대별 대표적 작품 및 작가의 특징을 고찰한다.

JAP4009 일본어관용표현 Japanese Idiom

일본어 관용표현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JAP4010 일본어교수법 Teaching methodology on Japanese Language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이론 및 테크닉을 학습한다.

JAP4011 일본근대문학강독 Readings in Japanese Modern Literature

일본의 대표적 근대 작품을 복수 감상하고, 각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 성향을 분석한다.

JAP4012 일본어사 History of Japanese Language

일본어의 각 시대별 상황 및 문법, 음운, 어휘등 각 사항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한다.

JAP4013 한・일비교문학
Studies of Comparison between Japanese
& Korean Literature

한국과 일본의 문학을 비교하고 그 특징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양국의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상적 문학적 보편성을 살펴봄으로서 동아시아 문학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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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유구한 동양학 전통과 실용 학문의 조화를 지향하는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학 및 중국문학 

그리고 중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인문학적 감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21세기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문분

야의 국제적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교육목표를 수

립하고 있다.

1. 창의적 소양을 갖춘 인문교양인 양성

중국 고전문학·현대문학·언어학·문화 연구의 새

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편성된 교과과

정을 통해, 지식 정보화 시대·국제화 시대의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중국학 관련 인문학 전

공자로서의 학문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전문인을 

중점 양성한다.

2. 고급 언어능력을 갖춘 한중교류 전문가 육성

어학 관련 최신 교육과정 및 어학능력 강화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한중 무역통상·문화교류 실

무 등 국제 교류에 있어서 유용한 고급 수준의 

실용 중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한다.

3. 후진 양성을 위한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중국어 능력과 전공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

하기 위한 중국어 교육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한

다. 이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중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중국은 5,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인

접국가로서, 현재 우리사회의 각 방면에서는 중국과

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국어문

학과 관련한 고급소양을 갖추고 현대중국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요구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나날이 확대 발전하는 국제무대에서의 

한중관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고급 중국어 구

사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본과의 교과과정 중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후에는 

국내 또는 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대학교수 및 학

자, 연구기관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문학 

및 문화 소양에 바탕을 두어 중국문학, 문화, 예술 

방면의 현장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또, 교과과정에

서 습득한 중국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중 무역

통상 전문가·중국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리

고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해 중고등학교의 중국어 교

사, 중국어 교육 종사자, 중국어 IT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중어중문학과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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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오 태 석

전 공 분 야 중국문학

세부연구분야 중국비평ㆍ중국시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중국소설과 희곡 중국문학의 감성세계 한문독법

대 표 저 서

《중국문학의 인식과 지평》, 역락, 2001

《宋詩史》, 역락, 2004

《황정견시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대 표 논 문

<존재, 관계, 기호의 해석학>, 2006

<한시의 뫼비우스적 소통성>, 2009

<송대 시학과 선학>, 2009

한 용 수

전 공 분 야 현대중국어

세부연구분야 중국어 어법, 중국어 교육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중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중국연변대학교 한어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중국상해사범대학교    중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어어휘표현 현대중국어문법 중국어학개론 중국어능력테스트와 연습

대 표 저 서
《21세기 중국어문법》, 선학사, 2002(공저)

《(현대중국어)어학개론》, 선학사, 2003(공저)

대 표 논 문

<韓中避諱小考>, 2009

<한․중 접두사 ‘老, 非, 準’의 비교 분석 연구>, 2010

<浅析汉语新词语>, 2010

박 영 환

전 공 분 야 중국고전문학과 문화

세부연구분야 중국고전문학과 문화, 중국선시, 중국문학과 불교와의 관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대만국립성공대학교 중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중국북경대학교 중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산문의 이해 중국사회와 문화 중국고전감상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대 표 저 서

《문화한류로 본 중국과 일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문화로 읽는 중국》, 동아시아, 2004

《중국시와 시인:宋代篇》, 역락, 2004(공저)

대 표 논 문

<소식의 선시로 본 선의 행복>, 2010

<白居易與洪州禪>, 2004

<楊億與禪宗>, 2005

김 양 수

전 공 분 야 중국현당대문학, 중화권영화, 동아시아 비교문학

세부연구분야 중국신시기문학, 중화권영화, 동아시아 문학의 공통 기억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중국현대문학강독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영화

대 표 저 서

《중국현대문학의 전통》, 人民文學出版社, 2002(공저)

《한국 루쉰 연구 논문집》, 河南文藝出版社, 2005(공저)

《동아시아가 읽는 무라카미하루키》, 若草書房, 2009(공저)

대 표 논 문

<중화세계 주변부 기억으로서의 티베트 문학>, 2009

<관동대지진을 응시하는 세 개의 시선>, 2009

<내셔널리스틱한 공간으로서의 연극무대 ― 색/계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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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석 홍

전 공 분 야 중국언어학

세부연구분야 문자학(고문자, 문자이론, 문자교학)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中國山東대학교 中文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어학개론 중국어교육론 기초중국어 중국문자의 세계

대 표 저 서
《신전략중국어(입문ㆍ초급)》, 시사중국어사, 2008

《서당골 초등한자》, 다락원, 2006

대 표 논 문

<漢字 字素 정의에 대한 再考>, 2009

<商代 祈雨卜辭 중 ‘烄’字의 形義再考>, 2009

<한자형체기원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2008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HI2002 중국어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CHI2032 기초중국어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07 중국고전문학사 3 3 기초 학사1~2년 1

CHI2009 중국산문의 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1

CHI2014 집중중국어 3 3 기초 학사1~2년 1

CHI2016 중국현대문학사 3 3 기초 학사1~2년 1

CHI2031 중국어어휘표현 3 3 기초 학사1~2년 1

CHI2025 중국근세문학사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26 중국고전감상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27 중국어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29 중국어회화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33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3 3 기초 학사1~2년 2

CHI4003 중국사회와 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07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26 시사중국어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28 중국영화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31 중국어작문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56 현대중국어 문법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58 한문독법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23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62 중국어능력테스트와 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53 무역중국어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55 중국소설과 희곡 3 3 전문 학사3~4년 2 토론발표중심

CHI4059 중국문자의 세계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60 중국어 문장구조의 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61 중국현대문학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57
주니어세미나(중국어문학및중
국학전문가준비과정세미나)

1 1 전문 학사3~4년 주니어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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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중국학 분야 전문가
(인문교양인)

기초중국어
중국고전문학사
중국근세문학사
중국산문의이해
중국고전감상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어학개론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한문강독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중국소설과 희곡
현대중국어문법
중국사회와 문화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중국문자의 세계
중국현대문학강독

〔국문〕문학연구방법〔국문〕동아시아문학론〔사학〕동양중세사〔사학〕동양근세사〔국문〕현대희곡론〔국문〕문학연구방법〔국문〕동아시아문학론〔사학〕동양최근세사〔사학〕중국사상사〔철학〕동양철학의 근본문제

중국어 관련 통역,
해외사업 분야

(한중교류전문가)

중국어어휘표현
집중중국어
중국어회화

중국영화
시사중국어
무역중국어

중국어능력테스트와 연습
중국문자의 세계

〔국제통상학〕국제무역실무〔국제통상학〕국제무역과 
마케팅〔국제통상학〕국제협상과 실제〔국제통상학〕해외지역연구〔국제통상학〕비교문화경영

중국어 교사
(중국어교육전문가)

중국어입문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회화

중국사회와 문화
현대중국어문법
중국어작문연습
중국어교육론

〔교육학〕개별교직과목〔교육학〕동양교육의 이해〔교육학〕교육학입문〔교육학〕교육과정이론〔교육학〕교육측정 및 평가

복수전공자
(중국어관련통ㆍ번역사)

중국고전문학사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어어휘표현
중국어회화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중국사회와 문화

시사중국어
현대중국어문법

〔국문〕동아시아문학론〔사학〕중국사상사〔국제통상학〕국제무역과 
마케팅〔국제통상학〕해외지역연구

 교과목 해설

CHI2002 중국어입문 Chinese Introduction

중국어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발음․ 표기법 및 성조를 숙지하도록 하며, 기본적인 중국어 문법을 익히도록 
하여 기초적인 회화와 간단한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HI2032 기초중국어 Elementary Chinese

중국어의 기초적인 문장을 학습함으로써 중국어의 간단한 형식 , 어법 등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CHI2007 중국고전문학사 History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중국 상고시대부터 당대까지의 중국문학사조의 흐름, 작가 및 작품을 고찰하여 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적인 배경도 이해하도록 한다.

CHI2009 중국산문의 이해 Understanding Chinese Prose

중국 역대의 대표적 산문작가와 작품을 선정, 강독을 통해 독해력을 배양하고, 중요 어휘를 학습하며, 
또한 각 시대의 문체적 특징을 분석하고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40

CHI2031 중국어어휘표현 Practice in Chinese Vocabulary

고차원적인 독해력과 청취력 및 회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국어 어휘를 중심으로 중요구문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

CHI4053 무역중국어 Business Chinese

무역실무와 관련 있는 용어 및 각각의 구체적 상황을 익히도록 하며, 졸업 후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한다.

CHI4057 주니어세미나(중국어문학 및 
중국학전문가 준비과정세미나)

Junior Seminar(A preparatory Seminar for Specialist
on Chinese Literature & Language and Sinology)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동시통역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가코스 등 국내외 중국어문학 및 중국관련 직종을 
모색하는 맞춤식 상담과 현장 강의를 하도록 한다.

CHI2014 집중중국어 Intensive Chinese

초급과정보다 높은 독해력과 청취력 및 작문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구문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CHI2016 중국현대문학사 History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중국 현대문학의 조류와 특색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

CHI2025 중국근세문학사 History of Medieval Chinese Literature

송대에서 명․ 청대에 이르는 각 문학 장르의 특색과 발전과정을 파악,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중국 근세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

CHI2026 중국고전감상 Selected Readings of Classical Literature

중국문화의 정수인 고전을 중심으로 강독하여 독해력을 배양하고 작품분석, 감상 등을 통해 중국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CHI2027 중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 언어의 특징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그 중에 어음, 문법, 수사, 문자분야에서 그 특징들을 파악하여 
현대 중국어를 이해한다.

CHI2029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기본적인 일상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발음 교정과 듣기능력을 실제적으로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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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2033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Chinese Literature in the Reform-Open Era

개혁·개방 이후 최근 중국 문단의 새로운 경향과 구체적 작가, 작품을 이해하도록 한다.

CHI4003 중국사회와문화 Chinese Culture and Society

중국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통하여 최근 중국의 사회 경향과 문화를 이해한다.

CHI4007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Lyricism of Chinese Poetry

중국시가의 발생에서 명·청대에 이르는 시가의 특색과 발전과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 시대별 대표적인 작가
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서정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갖도록 한다.

CHI4056 현대중국어문법 Contemporary Chinese Grammar

다양한 중국어 문법 중 중요한 문법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중국어의 독해와 회화 및 작문능력을 제고시킨다.

CHI4058 한문독법 A Grammatical Comprehension of Chinese Writings 

본 강좌는 중어중문학과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한자와 한문의 우리말 독음도 함께 
훈련하고, 한문 문장 구조와 어법을 수월하게 학습 해독하도록 한다. 중국과 한국의 장르별 대표 작품을 
섭렵하여 향후 사회에서 수준 높은 교양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CHI4059 중국문자의 세계 Chinese Graphonomy

중국어의 서사체계인 한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 중국문화와 동양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강좌는 한자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한자에 반영된 고대문화를 문자학·언어학·문화학적 시각에
서 살펴본다. 또한 중국 간화자의 효과적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중국어 구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한자를 
습득함으로써 중국어 능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

CHI4028 중국영화 Chinese films

중국대륙과 타이완, 홍콩 등 중국어권 영화의 역사와 고전적 명작, 그리고 최근의 동향 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CHI4031 중국어작문연습 Practice Chinese Composition

기본적인 중국어 작문 연습을 토대로 하여 생활 실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문 실력을 향상한다.

CHI4023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Chinese Thought and Wisdom

공자, 노자, 장자, 순자 등을 중심으로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문장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상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후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문학과 문화 및 중국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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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4055 중국소설과 희곡 Chinese Novel and Drama

중국고전소설과 희곡의 발달과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선진시대의 신화, 우언, 전설에서부터 명․  청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작품을 강독하고 아울러 작가의 문학관과 문학적 가치 및 소설 작품을 통한 당시 
사회면모를 이해하도록 한다.

CHI4026 시사중국어 Modern Chinese on Current Affairs

중국신문, 잡지에 대한 강독을 통하여 시사문의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 
중국 사회의 변화에 관하여 중국어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HI4060 중국어 문장구조의 이해 Studies Chinese Syntax

다양한 종류의 중국어 문장 제공하여 중국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한다.

CHI4062 중국어능력테스트와 연습 Chinese Aptitude Test & Practice

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Hanyu Shuiping Kaoshi)내용의 네 가지 부분인 듣기, 독해, 문법, 쓰기 등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로 이론과 문법적인 설명 및 연습문제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현대 한어의 수준을 
제고시킨다. HSK(한어수평고시), BCT(상용중국어시험), TOCFL (대만화어문능력시험)

CHI4061 중국현대문학강독 Readings of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문학 작품을 선독하여 중국현대작품에 대한 이해와 백화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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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정보의 지배 아래 놓여 있

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정

보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

터 올 것이다. 철학전공의 교육목표는 현실에 대한 

치 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력, 비판적 종합 능

력을 기반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학문적 이해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훌륭한 삶을 이끌어갈 

강인한 생활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철학전공을 이수

한 사람은 이와 같은 철학적 능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동서고전에 대한 독서력, 비판적 쓰기 능력 등을 아

울러 가지게 된다.  

철학전공의 교과과정은 이상과 같은 교육목표를 위

해 철학의 주요 분야에 속하는 과목과 철학의 근본문

제들을 소개하는 과목, 그리고 논리·논술 및 교직 

관련 과목, 한국철학 및 중국철학 관련 교과목 등으

로 되어 있다.  

철학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은 국내외 대학원의 다양

한 학과로의 진학, 기업체의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분야, 기자 또는 방송국 작가 

분야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우리 과는 창설 이래로 여러 분과 및 지역철학들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전공의 세분화가 대세였던 20세기 후반 학계 

내에서 예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

이기도 하였으나, 현재 21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러

한 경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난해한 고전 텍스트 분석 및 발표와 토론을 강조하는 

교과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철학과 졸업생들은 텍스

트 분석 및 기획, 프레젠테이션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진출하는 분야도 다양하

다. 대학원 진학을 비롯하여, 기자, 광고 기획자, 카

피라이터, 서평가, 영화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문들이 활동중이다.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Philosophy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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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정 성 호

전 공 분 야 서양철학

세부연구분야 분석철학 / 심리철학 / 인식론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브라운대학(교) 철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인식론 심리철학 언어철학 분석철학

대 표 저 서
인지과학의 기초를 위한 철학적 수필, J.Fodor 著(공역), 대우학술총서, 민음사, 1991.

로티와 철학과 과학, 공저, 철학과 현실사, 1997.외

대 표 논 문 박사학위논문, 1988. 외 다수

최 인 숙

전 공 분 야 서양철학

세부연구분야 독일관념론/서양근세.현대철학/과학철학/동서비교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마인츠대학(교) 철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칸트와 독일관념론 서양근세철학사 서양현대철학사 예술철학

대 표 저 서 《계몽철학: 그 이론적 토대》, J.코퍼 지음, 서광사, 1995

대 표 논 문

<선험적 종합명제로서의 칸트의 도덕원리>, 칸트연구 제2집, 한국칸트학회

<판단력 비판과 낭만주의 철학에서 자연과 예술의 개념>, 칸트연구 제3집, 1997

<칸트와 쿠사누스>, 칸트연구 제4집, 1999

유 흔 우

전 공 분 야 동양철학

세부연구분야 중국근현대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양근현대철학사 한국철학사 퇴계와 율곡의 철학 성리학과 양명학

대 표 저 서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역사 속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9

대 표 논 문

<焦循 易 哲學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1996

<論語通釋 연구>, 공자학 제5집, 1999

<초순의 심성론과 중국근대기철학>, 동양철학 11집, 1999

홍 윤 기

전 공 분 야 서양철학

세부연구분야 사회철학/역사철학/문화철학/철학방법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베를린 자유 대학(교) 철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화정보경영개론 법과 사회철학 문화와 역사철학 윤리학

대 표 저 서

《철학의 변혁을 향하여; 아펠 철학의 쟁점》, 1998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울리히 벡)》
《이론과 실천(하버마스)》

대 표 논 문

<사회질서와 사회능력>, 哲學 제57집

<정보화사회의 생활세계>, 哲學硏究, 제43집

<철학의 위기와 한국사회>, 大同哲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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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HI2003 철학의근본문제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04 기초논리학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07 한국철학사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08 인식론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12 서양고중세철학사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13 서양근세철학사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18 문화정보경영개론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20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27 윤리학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28 동양철학사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29 노자와장자의철학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33 중국 고대 철학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32 공자와맹자의철학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34 서양원전읽기와 쓰기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4012 칸트와독일관념론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13 예술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15 퇴계와율곡의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19 동양근현대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23 성리학과양명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26 서양현대철학사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27 문화와역사의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28 형이상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45 언어분석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37 생명과과학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47 중급논리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39 동양원전읽기와쓰기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46 법과사회의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40 심리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A. 대학원진학

철학의근본문제
서양원전읽기와쓰기

기초논리학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동양철학사
한국철학사
인식론
윤리학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맹자의철학
노자와장자의철학

형이상학
칸트와독일관념론
성리학과양명학
서양현대철학사

동양원전읽기와쓰기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율곡의철학

중급논리학

서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동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한국고대/중세/근현대사(사학)
한국의 전통윤리문화(윤리학)

현대사회윤리(윤리학)
유.불.도윤리 비교연구(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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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B. 철학교사

철학의근본문제
기초논리학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동양철학사
한국철학사
윤리학

법과사회의철학
노자와장자의철학

형이상학
칸트와독일관념론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율곡의철학

중급논리학

서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동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한국고대/중세/근현대사(사학)
한국의 전통윤리문화(윤리학)

현대사회윤리(윤리학)
유.불.도윤리 비교연구(윤리학)

C. 대학연구소
연구원

국가및공공단체사회단체

철학의근본문제
서양원전읽기와쓰기

기초논리학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동양철학사
한국철학사
윤리학

법과사회의철학
노자와장자의철학

형이상학
칸트와독일관념론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율곡의철학
동양원전읽기와쓰기

중급논리학

서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동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한국고대/중세/근현대사(사학)

한국사상사(사학)
서양의 사상과 문화(윤리학)
유교윤리와 동양문화(윤리학)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윤리학)

현대사회와윤리(윤리학)

D. 신문및방송국
기자PD

철학의근본문제
서양원전읽기와쓰기

기초논리학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동양철학사
한국철학사

법과사회의철학
중국고대신화와철학

생명과과학철학
심리철학
예술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
퇴계와율곡의철학
동양근현대철학

동양원전읽기와쓰기
논술지도론
중급논리학

한국근현대사(사학)
통일과민족문화(윤리학)
한국사회론(사회학)

신문보도편집론(신문방송학)
방송제작입문(신문방송학)
현대정치사상(정치외교학)
서양정치사상(정치외교학)
동양정치사상(정치외교학)

E. 문화컨텐츠
기획및경영자
전시기획자

전통문화전문가

철학의근본문제
기초논리학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동양철학사
한국철학사

법과사회의철학
문화정보경영개론

예술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율곡의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
성리학과양명학
논술지도론

경영정보론 (경영학과) *
지식경영시스템(정보관리학) *
정보조사분석(정보관리학) *
미술비평론(미술학부) *

광고심리와소비자행동(광고홍보학과)
홍보전략론(광고홍보학과)
영상산업론(영화영상학과)

공원휴양관리학및실습(산림자원학) *

F. 복수전공자

철학의근본문제
기초논리학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동양철학사
한국철학사
인식론
윤리학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맹자의철학
노자와장자의철학

형이상학
칸트와독일관념론
성리학과양명학
서양현대철학사

동양원전읽기와쓰기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율곡의철학

중급논리학

서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동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한국고대/중세/근현대사(사학)
한국의 전통윤리문화(윤리학)

현대사회윤리(윤리학)
유.불.도윤리 비교연구(윤리학)

 교과목 해설

PHI4027 문화와역사의철학 Philosophy of History and Culture

인간 삶의 이상적 표현 형태인 문화 및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칸트와 헤겔의 이성주의 역사철학, 
푸코의 성(性)과 권력의 역사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현상과 사건에 대해 역사적 반성을 가하고, 학문으
로서의 역사학에 있어서 진리와 사실의 관계, 객관성 문제, 역사에서의 설명 및 역사법칙 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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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4015 퇴계와율곡의철학 Philosophy of Yi-hwang and Yi-yi

한국철학을 대표하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철학을 소개한다. 퇴계의 철학은 리(理)를 위주로 하는 주리
(主理)철학이라고 하고, 율곡의 철학은 기(氣)를 위주로 하는 주기(主氣)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 개념과 
내용을 고찰한다. 퇴계와 고봉간의 ‘사단칠정’ 논쟁, 율곡과 우계간의 ‘인심도심’ 논쟁도 검토한다.

PHI4019 동양근현대철학 Modern and Contemporary oriental Philosophy

<동양의 근현대와 관련하여 흔히 ‘서양의 충격과 동양의 대응’이 논의된다. 대응논리 가운데 한국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론,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才)’론 등이 있
었다.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한․중․일 전통철학의 차이를 고찰한다. 

PHI2003 철학의 근본문제 Basic Problems of Philosophy

철학 전공에 도움이 될 기초 내용들을 다루며, 철학사의 기본 흐름, 기본적 방법론, 나아가 형이상학 
및 인식론의 기본적 문제들을 접하게 한다.

PHI2004 기초논리학 Elementary Logic

학문이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그릇된 논변들을 검토하면서 연역적 논변의 필요성과 그 구조를 밝히는 
데로 나아간다. (일상적인) 연역적 논변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기호 사용의 필요성
을 깨닫게 하여 기호 논리학의 의의를 알게 한다. 

PHI2012 서양고중세철학사 Ancient and Medieval Philosophy

그리스의 자연철학으로부터 중세철학까지의 철학사를 개관하되,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원자론, 소크
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및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스코투스의 사상에 중점을 둔다.

PHI2013 서양근세철학사 History of Modern Western Philosophy

르네상스 이후 인문정신과 자연과학적 탐구정신을 배경으로, 인식의 근원을 이성에서 찾고자 하는 대륙의 
이성주의와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영국의 경험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발전하였다. 데카르트, 스피노
자, 라이프니츠가 대표하는 이성주의와 로크, 버클리, 흄이 대표하는 경험주의가 내세우는 학문적 방법론, 
인간 및 우주에 관한 이론, 사회에 관한 이론 등을 통해 근세 철학의 특징을 검토한다.  

PHI2027 윤리학 Ethics

고대 공동체 윤리를 간단하게 조망한 뒤 현대 윤리학의 주제와 방법을 집중적으로 습득한다. 윤리적 상대주의, 
이기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공리주의 및 칸트 의무윤리학, 본래적 가치, 도덕적 책임과 자유의지 등을 다룬다.

PHI2028 동양철학사 History of The Oriental Philosophy

동양철학의 근본문제 중에서.....동양철학의 성격을 정의하고, 유교·불교·도교 사상의 기본 개념들을 
익힌다. 원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도(道)철학, 리(理)철학, 기(氣)철학 등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가치를 모색해 본다. 인간과 자연, 물질, 환경(생태) 등에 대한 동양철학의 이해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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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2029 노자와장자의철학 Philosophy of Laozi and Chuangzi

노자와 장자 철학을 ‘도덕경’과 ‘장자’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한다.

PHI2008 인식론 Theory of Knowledge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식의 가능성, 대상, 범위,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회의론, 
이성론, 경험론을 포함하는 인식론의 철학사적 개관과 더불어 지식의 본질과 종류, 믿음과 명제, 선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의 정당화, 기초주의와 정합주의 등의 문제를 다룬다.  

PHI2020 플라톤과 아리스토 텔레스철학 Plato and Aristotle

그리스의 사상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두 철학자의 학문적 성격을 존재론, 인식론, 
국가-윤리론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두 철학자가 서양 철학사에서 미친 영향을 다룬다

PHI2007 한국철학사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한국 신화들을 통하여 한국사상의 원류와 원형을 찾아보고, 원효와 의상의 불교철학, 고려시대의 한국 
유학 및 선종사상, 조선시대의 한국 성리학과 실학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항기까지의 한국철학의 
흐름을 살펴본다.

PHI2033 중국 고대 철학 Philosophy in ancient China

제자백가 시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상 즉, 유가, 도가, 묵가, 음양가, 명가, 
법가, 병가, 농가 등이 공존했던 시기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상들과 주역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
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사유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PHI2032 공자와맹자의철학 Philosophy of Confucius and Mencius

중국 사상의 주류는 유학이다. 이 유학이 선진시기에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되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제자백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만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를 고찰한다. 나아가, 이들의 사상이 이후의 성리학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본다. 

PHI4013 예술철학 Philosophy of Art

감성에 토대를 둔 미적 체험 일반의 가능성과 그 연구 방법을 현대적인 관점에 따라 살펴본다. 서양고대, 
중세의 미학, 칸트와 헤겔의 고전적 미학과 더불어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예술가, 작품, 예술생활을 고찰한
다. 그리고 동양미학, 한국미학도 고찰한다. 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대두되는 영상미학, 애니메이션 
감상, 나아가 대표적 비평이론을 다룬다. 

PHI4037 생명과 과학 철학 Philosophy of Life and Science

과학의 본질과 탐구방법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한다. 과학적 탐구의 정신과 특성, 자연법칙의 종류와 논리적 
형식, 인과성의 본질, 흄의 인과성 비판, 과학적 탐구 방법과 이론의 특성, 관찰과 검증, 귀납논리와 귀납주
의, 귀납적 논증의 정당화, 포퍼의 오류주의, 쿤의 패러다임, 과학적 실재론과 도구주의 등을 다룬다. 



149

02

PHI4023 성리학과 양명학 Neo-Confucianism

성리학과 양명학은 리(理)․기(氣)․마음(心)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하지만, 이 둘은 각각 송대와 명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달리한다. 비단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각각은 이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 맥락 또한 
매우 다르다. 송대 리학과 심학의 대립 및 후대의 성리학에 대한 양명학의 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PHI4039 동양원전읽기와 쓰기 Readings and Writings of Oriental Classics

동양 유․불․도 사상의 기본 텍스트를 원전으로 강독함으로써, 동양철학의 독특한 개념들을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PHI4026 서양현대철학사 Contemporary Western Philosophy

유럽대륙 및 영미 지역의 현대 철학의 여러 사조들을 개관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이후 독일의 실존철학, 
현상학, 해석학, 비판철학과 프랑스의 구조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영미의 분석철학 및 과학철학 
등의 자료를 다룬다.

PHI4012 칸트와 독일관념론 Kant and German Idealism

칸트 자신이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일컬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 독일관념론인데, 이것은 특히 
피히테, 쉘링, 헤겔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된다. 칸트로부터 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이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PHI4040 심리철학 Philosophy of Mind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중에서.. 
정신 혹은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두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고와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공지
능은 어떻게 가능하며, 컴퓨터가 사고할 수 있는가? 심신이원론, 심신동일론, 행동주의, 물리주의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지향성, 표상, 전산적 과정과 같은 심리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

PHI4047 중급논리학 Advanced Logic

학문이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그릇된 논변들을 검토하면서 연역적 논변의 필요성과 그 구조를 밝히는 
데로 나아간다. (일상적인) 연역적 논변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기호 사용의 필요성
을 깨닫게 하여 기호 논리학의 의의를 심도 깊게 사고한다. 

PHI4046 법과사회의 철학 Philosophy of law and society.

현대 사회를 만들고 현재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회철학의 여러 조류를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사회과학방법론을 고찰한다. 자유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 유물론, 변증법과 아울러 인간과 
사회의 관계 및 정의로운 질서의 가능성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PHI4045 언어분석철학 Analytic Philosophy

언어분석철학중에서...
현대철학의 정신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이해 없이 철학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와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철학적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순신”과 같은 고유명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칭은 어떻게 가능한가? 논리적 원자론, 논리실증주의, 
일상 언어철학 등의 사조들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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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2034 서양원전읽기와 쓰기 Readings and Writings of Western Classics

서양 철학사상의 기본 텍스트를 원전으로 강독함으로써, 서양철학의 독특한 개념들을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PHI4028 형이상학 Metaphysics

이론적 분과 학문 또는 일상적 생활에서 부딪치게 되어 있는 근본 개념 또는 문제들을 다루며, 있음과 
없음, 하나와 여럿, 시간과 공간, 현상과 실재, 삶과 죽음, 자유의지와 결정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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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윤리문화학은 윤리, 사상 및 윤리문화의 기본이론

과 윤리문화적 실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윤리문화를 바람직하게 유지․고양시

키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궁극적으로 인류의 윤리문

화의 창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윤리의 본질과 그 현대적 적용을 이론적으로 습

득하게 하고,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윤리적 삶

의 모형을 탐색케 한다.

 2. 인간생활에 있어서 윤리문화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윤리문화의 전

형을 모색하면서 그 고양방법을 탐구하도록 한다.

 3. 동서고금의 윤리문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

한 윤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폭을 넓힘과 

아울러 세계의 윤리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중등학교 도덕 및 윤리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교육방

법을 폭넓고 심도 있게 습득하도록 한다. 기초학문으

로서의 본 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재학 중 습득한 

지식과 이론을 심화․발전시키면서 그 결과를 교육시

키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

할 자세와 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윤리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규범윤리가 대세

를 이루어 왔다. 즉 도덕과 윤리에 대한 본질을 찾고 

원리와 관련된 이론을 연구하는 경향이 농후했던 것

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윤리학 연구의 동향은 

응용윤리의 흐름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

의 분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새로운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게 된 탓이다. 이울러 기술이 발전할

수록 야기되는 여러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생명 문제, 기업 윤리,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가치관 상실의 문제 등―과 관련된 올바

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가치의 검증이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리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질적 향상과 관련한 실

천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해 문화와 긴 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현재의 윤리학 연구는 다양한 사회문화 연구

와 통섭적인 관계를 가지며, 인간의 가치 판단을 위

한 실천적 영역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본

다. 요약하면, 윤리(학)는 이제 하나의 문화현상으

로 이해되고 있고 최근의 연구 경향 역시 그러한 쪽

으로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각급 학교 윤리 교사, 연구소 연구원, 국가 

및 공공단체, 언론기관,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의 

기업윤리 담당 부서와 관련된 부문으로도 진출할 수 있

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문화의 바람직한 형성

과 고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윤리문화학 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게 열려 있다고 생각된다.

철학윤리문화학부 윤리문화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th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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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정 병 조

전 공 분 야 불교철학

세부연구분야 불교윤리, 전통윤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영남대학교 철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불교문화의 이해 불교경전의 현대적 이해 한국불교연구 현대의 한국종교문화

대 표 저 서

불교문화사론(불교연구원)

실천불교(불교시대사)

한국불교사상사(영문판, History of Korean Buddhism, 서림사)외 다수

대 표 논 문

“구법승 연구의 의의와 과제”
“자장의 문수신앙 연구”
“The Buddhist Lay Movement in Korea Society"외 60여 편

박 종 훈

전 공 분 야 윤리문화학

세부연구분야 윤리문화이론, 정치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담 당 과 목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현대사조와 문화 공동체론

대 표 저 서

버어크의 정치철학
정치학(공저)

윤리적 삶의 이해(공역)

대 표 논 문

“윤리문화 연구 시론”
“윤리문화와 이데올로기”
“윤리문화의 유형”

허 남 결

전 공 분 야 서양윤리학

세부연구분야 공리주의, 불교생명윤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민윤리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민윤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민윤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윤리문화학 작은 윤리학 서양윤리 사상사 성윤리문화 세미나 윤리와 글쓰기

대 표 저 서

밀의 공리주의(서광사, 2000)

공리주의 윤리문화연구(화남, 2004)

불교와 생명윤리학(불교시대사, 2000)

대 표 논 문

“공리성과 권리의 양립가능성 모색”
“자리이타행의 공리주의와 공리주의의 자리이타행화”
“업과 윤회 사상의 일상적 수용 태도”

서 은 숙

전 공 분 야 한국윤리

세부연구분야 동양윤리, 도덕교육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하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육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양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현대사회와 유가윤리 한국윤리사상

대 표 저 서

原典 資料와 함께 살펴 본 韓國 思想과 敎育 倫理(공저)

東洋 思想의 理解(공저)

원전을 통해 본 儒家의 道德敎育論

대 표 논 문

“理哲學의 두 가지 유형에 다른 倫理思想과 自然觀-주자, 나흠순, 이황, 이이를 중심으로”
“公職倫理定立을 위한 조선 왕조 정치사회에서 淸白吏의 기능에 관한 연구”
“李滉의 ‘言行錄'에 나타난 道德的 主體性 敎育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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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TH2001 윤리문화학 3 3 기초 학사1년 1

ETH2003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3 3 기초 학사1년 2

ETH2005 현대사회와 유가윤리 3 3 기초 학사2년 1

ETH2031 작은 윤리학 3 3 기초 학사2년 1 교직필수

ETH2008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3 3 기초 학사2년 1 교직필수

ETH2028 불교문화의 이해 3 3 기초 학사2년 1

ETH2020 불교경전의 현대적 이해 3 3 기초 학사2년 2

ETH2029 기업윤리문화 3 3 기초 학사2년 2

ETH2032 동양윤리사상 3 3 기초 학사2년 영어강의 2 교직필수

ETH2014 문화의 이해 3 3 기초 학사2년 2

ETH4001 종교윤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1

ETH4003 생명공학과 윤리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1

ETH4004 공동체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강의 1

ETH4020 한국불교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강의 1

ETH4022 비교윤리문화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강의 1

ETH4023 통일과 민족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1 교직필수

ETH4044 윤리고전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1

ETH4014 북한사회와 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2

ETH4015 현대사조와 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2

ETH4017 서양윤리사상사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강의 2 교직필수

ETH4043 한국윤리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2 교직필수

ETH4034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흐름 3 3 전문 학사3~4년 2

ETH4037 윤리와 글쓰기 3 3 전문 학사3~4년 2

ETH4039 윤리연구와 문화체험 1 1 전문 전체 1,2
개방형전공

(주니어세미나)

ETH4040
한국문화콘텐츠기획 및 
창작세미나

1 1 전문 전체 1
개방형전공

(멘토프로그램)

ETH4041
중등도덕과임용고사를
위한 실습

1 1 전문 전체 2
개방형전공

(멘토프로그램)

ETH4042 성윤리문화 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강의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A트랙
(대학원진학)

분야별 과목
(윤리이론/한국윤리/동양
사상/윤리문화이론/비교

윤리문화)

분야별 과목
(윤리이론/한국윤리/동양
사상/윤리문화이론/비교

윤리문화)

윤리이론 : 사회학, 철학, 문화학
한국윤리 : 국문학, 철학, 종교학
동양사상 : 철학, 사학, 종교학

윤리문화이론 : 사회학, 정치학, 철학
비교윤리문화 : 사회학, 문화학, 문화인류학

A트랙
(대학원진학)

분야별 과목
(윤리이론/한국윤리/동양
사상/윤리문화이론/비교

윤리문화)

분야별 과목
(윤리이론/한국윤리/동양
사상/윤리문화이론/비교

윤리문화)

윤리이론 : 사회학, 철학, 문화학
한국윤리 : 국문학, 철학, 종교학
동양사상 : 철학, 사학, 종교학

윤리문화이론 : 사회학, 정치학, 철학
비교윤리문화 : 사회학, 문화학, 문화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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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C트랙
(대학연구소 

연구원
국가 및 공공단체

사회단체)

작은 윤리학
윤리문화학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통일과 민족문화

생명공학과 윤리문화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사
문화의 이해
작은 윤리학
공동체론

서양철학사, 동양철학사(철학)
서양사, 동양사(사학)

국제기구론(정치외교학)
문화철학(문화학)

한국문화형성론, 환경과 문화, 민족과 
신화(문화인류학)

세계의 생태문화(문화콘텐츠학)

D트랙
(언론기관

기업의 윤리문화 
관련분야)

작은 윤리학
윤리문화학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문화의이해

한국종교의이해
기업윤리문화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사

민주주의와서양사상
통일과민족문화
종교윤리학
공동체론

서양사, 동양사(사학)
문화콘텐츠와직업세계(문화콘텐츠학)

과학기술과문화, 인간과가치, 
자유와문화(문화학)
현대정치사상(정치학)
문화사회학(사회학)

복수전공트랙

윤리문화학
이데올로기와윤리문화

작은 윤리학
불교문화의이해
동양의윤리사상

종교윤리학
생명공학과윤리문화
비교윤리문화론
한국윤리연구
현대사조와문화
윤리고전강독
작은 윤리학
윤리와글쓰기

한국불교사상(불교학)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철학)
현대정치사상(정치외교학)
현대사회학이론(사회학)

윤리경영(경영학)
삶과문화(지리교육)

문화연구와문화유산(문화학)
문화연구와창조적상상력(문화학)

 교과목 해설

ETH2001 윤리문화학 Ethcal Culture Studies

학문으로서의 윤리문화학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그 특성과 내용 등을 개괄함으로써 윤리문화학의 성격과 
목표에 의한 기본적인 이해에 접근하도록 한다.

ETH2003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Ideology and Ethical Culture

제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대에 등장한 이데올로기들을 개괄적으로 다루면
서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의 관계를 검토한다.

ETH2005 현대사회와 유가윤리 Modern Society and Confucian Ethics

중국, 한국 및 일본의 원시유가, 주자학, 양명학, 실학 등의 윤리 사상을 다루고, 각각의 윤리 사상이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 즉 정보화 사회, 글로벌 사회, 문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생명 및 환경 문제, 
공학과 연구 윤리 문제, 사회 윤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는 시사점 및 현대화 방안을 연구한다.

ETH2031 작은 윤리학 Minimum ethics

윤리학의 원리와 이론적 설명들이 일상생활 속의 크고 작은 윤리적 갈등상황들과 직접 부딪히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ETH2008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Democracy and Western Thought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복잡성과 다원성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적합한 
것인가를 서양사상의 흐름과 연관시켜 검토한다.



155

02

ETH2028 불교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Buddhist Culture

동양윤리의 핵심인 불교문화를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나누어 해설한다.

ETH2020 불교경전의 현대적 이해 Study on Buddhist Canons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방대한 불교경전 속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담겨있다. 특히 한국전통문
화의 근간을 이루어 온 경전으로서는 반야부(금강경, 유마경, 반야심경), 천태학(법화경, 열반경), 정토교
학(아미타경, 관무량수경), 화엄교학(화엄경, 심지경), 禪書(육조단경, 임제록, 선가귀감, 진심직설) 등이 
있다. 이들 경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ETH2029 기업윤리문화 Business ethics culture

본 교과목은 기업 윤리 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동서양의 기업 윤리 문화를 고루 다루며, 서양에서의 
기업 윤리 문화의 내용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 등을 다룬다. 한편, 동양에
서의 기업 윤리 문화의 내용으로, 유교,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기업 윤리를 다루는 것으로, 
특히 동양에서의 利 보다는 義를 강조하는 윤리 문화, 기업인으로서의 수양 등을 그 중심으로 다룬다.

ETH2032 동양윤리사상 Eastern ethical thought

본 교과목에서는 중국 및 인도의 동양 유가, 불교, 도가의 핵심윤리를 연구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및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윤리를 탐색한다. 여기서는 중국의 고대 윤리 사상 및 유가, 도교, 
법가, 묵가, 신유학, 양명학 및 인도와 중국의 불교 윤리의 이론 및 원전 자료를 탐구하며,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TH2014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Culture

문화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문화의 의미와 역할, 문화의 대립과 공존, 그리고 
문화 창달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ETH4001 종교윤리학 Religious Ethics

세계종교로 꼽히는 불교, 기독교, 유교, 회교의 교리적 상이점을 윤리학의 입장에서 서술정리한다. 특히, 
윤리적 총체성을 강조하는 세계종교가 갖고 있는 현대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ETH4003 생명공학과 윤리문화 Biotechnology and Ethical Culture

급속한 생명공학 산업의 발달과 이에 따른 생명윤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강좌이다.

ETH4004 공동체론 Theories of Community

최근 이론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공동체의 유형을 
탐구하도록 한다.

ETH4020 한국불교연구 Study on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는 시대별로 뚜렷한 사상적 변모를 보여 왔다. 신라의 경우에는 護法的 경향, 고려의 儀式的 
경향, 조선의 呪術性 등을 세분하고, 미래지형적 가치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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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4022 비교윤리문화론 Theories of Comparative Ethical Culture

세계의 각 지역 내지 민족들의 윤리문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 윤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바람직한 윤리문화의 모형을 탐색한다.

ETH4023 통일과 민족문화 Unification and National Culture

민족적 과제인 통일 문제를 윤리문화론의 차원에서 연구한다. 외적, 정치적 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의 윤리적, 문화적 동질성을 융합의 차원에서 탐구한다.

ETH4044 윤리고전강독 Reading for Ethical classic

본 교과목은 중국 및 한국의 유불도 윤리 고전을 강독하여, 동양의 유가, 불교, 도가의 핵심윤리를 연구하
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및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윤리를 탐색한다. 여기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노자, 장자, 반야심경 등 중국 윤리 고전과, 성학십도, 격몽요결, 수심결 등 한국 
윤리 고전 강독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ETH4014 북한사회와 문화 North Korean Society and its Culture

북한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실체를 이해하
고, 나아가서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ETH4015 현대사조와 문화 Contemporary Thought and Culture

현대사조에서 특히 네오마르크시즘과 구조주의 및 포스트구조주의의 발생배경과 기본이론 및 전개과정을 
문화와 연관시켜 검토한다.

ETH4017 서양윤리사상사 History of Western Ethical Thought

윤리학의 발생 이후 서양에서 윤리사상이 고대, 중세, 근세, 현대에 걸쳐 전개된 발자취를 추적하고, 특히 
현대의 실존주의, 사회주의, 메타윤리,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ETH4043 한국윤리사상 Korean ethical thought

본 교과목은 원전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전통윤리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즉, 단군 신화의 윤리로부터 
무속, 점복, 풍류와 화랑도 윤리 등의 한국 고대 윤리를 비롯하여, 삼국, 고려, 조선, 근대의 한국불교윤리, 
삼국, 고려, 조선의 유학 및 실학, 양명학의 윤리, 한국 근대 윤리사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전통윤리 전반을 
탐구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전통윤리사상이 현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그 현대화 방안을 모색한다.

ETH4034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흐름
Study on Contemporary Religious Culture in
Modern Korea

현대 한국은 종교전시장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한 종교전통이 존재하고 있다. 동시에 종말신앙 등 
사회적 반작용의 경향도 노출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이 이해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TH4037 윤리와 글쓰기 Ethical Problems and Its Writings

자신과 주변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훈련을 지도하는 학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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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4039 윤리연구와 문화체험 Ethical Study and Cultural Experience

본 강좌는 크게 윤리 이론 연구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화 양식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윤리적 문화 창조자, 참여자, 비판자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비 고 개방형전공(주니어세미나)

ETH4040 한국문화콘텐츠기획 및 창작세미나
Mento Program(Seminar for planning and
production of Korean culture contents)

본 교과목은 한국문화콘텐츠 기획 및 창작을 위한 세미나로, 그 내용은 첫째, 한국문화의 핵심가치 및 
문화를 찾아내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국문화의 핵심내용가운데 효, 조화, 
풍류 등 문화원형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결과물
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한국문화콘텐츠의 개발영역에는 영화, 만화, 게임, 케릭터 등이 
있으며, 이는 한국문화를 하나의 소스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OSMU에 기초하여 그 관련 결과물
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이론 탐구 뿐 아니라 콘텐츠 개발 관련 실제 문화현장탐방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비 고 개방형전공(멘토프로그램)

ETH4041 중등도덕과 임용고사를 위한 실습
Mento Program(Practice for the teacher
employment test in secondary moral education)

본 교과목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도덕과 임용고사를 위한 실습으로, 그 내용에는 도덕과 교원 임용을 
위한 시험 준비 및 현장에서의 실제 수업을 위한 준비 등이 있다. 첫째,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목표 및 방향, 
내용, 지도방법, 평가-을 이해하고, 중등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며, 실제 교실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안 작성 및 실제 수업을 위한 기술 등을 익히고 이를 기초로 
실제 수업을 한다. 둘째, 중등 도덕과 임용고사와 관련하여, 도덕교육론 및 도덕과 지도의 실제, 도덕과 교과 
내용학의 내용 정리, 발표, 그리고 중등 도덕과 임용 기출 문제 분석 등을 그 주요 강의 내용으로 한다.

비 고 개방형전공(멘토프로그램)

ETH4042 성윤리문화 세미나 Seminar on Sexual Ethical Issues

이 세미나는 성과 관련된 예상가능한 모든 윤리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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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 인류가 현

재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생활의 발자취와 이룩한 유

산 모두를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는데 확고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사학전공에서는 세계사적 보편성에서

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인간의 본질

을 탐구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데 전공 

전공의 목표를 둔다. 

 본 사학과는 한국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전통문

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세계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는 거시적으로 인류문화의 발달과정

을 이해하도록 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을 뚜렷하게 인식하도록 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제적인 문화교류

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전공교육의 목표를 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역사학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진부한 이미지

에서 벗어나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교양 역사 프로그램이 인기

를 얻고 있으며, 참신한 내용의 사극들도 많이 등장

하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역

사서들도 기존의 정치사 위주의 딱딱한 내용에서 벗

어나 문화사나 생활사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일반

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학예사나 학예

관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근

무할 수도 있다. 이외에 학부에서 별도로 교직과정

을 이수하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학과

History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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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김 상 현

전 공 분 야 한국고대사

세부연구분야 한국사상사(불교사)

학사학위과정 경상대학교 임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단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문화사 한국사상사 한국사학사

대 표 저 서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1991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1994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대 표 논 문

｢신라중대 전제왕권과 화엄종｣, 동방학지44, 1984
7世紀의 新羅西域求法高僧考｣, 동국사학｣35․36, 2001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신라문화30, 2007

정 병 준

전 공 분 야 중국중세사

세부연구분야 唐代史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교토대학교 동양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양고대사 동양중세사

대 표 저 서

동양의 역사와 문화(공저), 국학자료원, 199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 국가 연구(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08

고대 동북아 연구(공저), 백산자료원, 2008

대 표 논 문

｢영주의 대조영 집단과 발해국의 성격｣, 동북아역사논총16, 2007
｢이정기 일가의 번진과 발해국｣, 중국사연구50,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속이론과 고구려 귀속문제｣, 고구려연구29, 2007

양 홍 석

전 공 분 야 미국사

세부연구분야 정치사, 기업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서양최근세사 서양사연습

대 표 저 서

미국정치문화의 전통과 전개, 국학자료원, 1999

미국기업성공신화의 역사, 동과서, 2001

고귀한 야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대 표 논 문

｢19세기말과 20세기초 미국선교사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 미국사연구20, 2004
｢페기이튼사건과 앤드류 잭슨의 정치 전략｣, 미국사연구23, 2006
｢대영제국과 버팔로빌쇼｣, 미국사연구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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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 범

전 공 분 야 중국근세사

세부연구분야 명대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토호쿠대학 동양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토호쿠대학 동양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양근세사 동양최근세사

대 표 저 서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공저), 고구려연구재단, 2006

소통과 교류의 땅 신의주(공저), 혜안, 2007

대 표 논 문

｢명대의 연납제와 군호｣, 역사학보174, 2002
｢명 중기 연납입감에 대하여｣, 역사학보185, 2005
｢연행학(燕行學)과 한중관계(韓中關係)｣, 명청사연구29, 2008

남 종 국

전 공 분 야 서양중세사

세부연구분야 중세 지중해 무역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파리1대학교 서양사학과 Ph.D.

담 당 과 목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지중해문명교류사

대 표 저 서 Le commerce du coton en Méditerranée à la fin du Moyen Age,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7

대 표 논 문

｢중세 말 베네치아의 면화수송｣, 서양사론87, 2005
｢상업기록속의 중세 이탈리아 상인과 상업세계｣, 서양중세사연구18, 2006
｢13-14세기 지중해 해전 :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3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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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HIS2001 역사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HIS2002 서양고대사 3 3 기초 학사1년 2

HIS2003 한국고대사 3 3 기초 학사2년 1

HIS2004 동양고대사 3 3 기초 학사2년 1

HIS2005 한국중세사 3 3 기초 학사2년 2

HIS2006 동양중세사 3 3 기초 학사2년 2

HIS2007 서양중세사 3 3 기초 학사2년 1

HIS2008 서양근세사1 3 3 기초 학사2년 2

HIS2009 한국문화사 3 3 기초 학사2년 2

HIS2010 동아시아 역사상의 소통과 교류 3 3 기초 학사2년 2

HIS2011 서양사강독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선택필수1

HIS4001 한국근세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02 동양근세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03 서양근세사2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04 한국근현대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05 동양최근세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06 서양최근세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07 한국사상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08 한국사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1 선택필수1

HIS4009 한국사회경제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10 동양사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11 동양사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중국어 1 선택필수1

HIS4012 유라시아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13 일본사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14 지중해문명교류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15 서양각국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16 한국사학사 3 3 전문 학사3~4년 1 세미나

HIS4017 한국사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선택필수2
학생연구

HIS4018 동양사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선택필수2
학생연구

HIS4019 서양사학사 3 3 전문 학사3~4년 1 세미나

HIS4020 서양사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선택필수2
학생연구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대학원 진학
교육계

한국사학사
서양사학사
일본사특강

한국사강독, 동양사강독
서양사강독,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서양사연습

교육학입문(교육학)
교육과정이론(교육학)

교육측정 및 평가(교육학)
인간발달과 학습(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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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언론·출판계
영상콘텐츠개발
방송드라마작가

한국문화사
한국사상사

서양근세사Ⅰ·Ⅱ
서양최근세사
동양근세사
동양최근세사
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유라시아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
지중해문명교류사

현대정치론(정치외교학)
정치사회학(사회학)
한국사회론(사회학)
문화사회학(사회학)

신문방송학입문(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론(신문방송학)
저널리즘론(신문방송학)

신문보도편집론(신문방송학)

관련연구기관
박물관학예직
정부기록 및 
문서보관소

고적발굴조사단

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서양각국사
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박물관학과실습(불교미술)
불교건축론과 보수(불교미술)
한국고고학개론(고고미술사학)
불교고고학(고고미술사학)
역사고고학(고고미술사학)
한국건축사(고고미술사학)

복수전공트랙
역사학입문
서양사학사

한국사강독, 동양사강독
서양사강독,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서양사연습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역사교육과 HIE 2005 서양고전봉건시대사 3.0

역사교육과 HIE 2006 동아시아고중세사 3.0

역사교육과 HIE 2008 한국대외관계사 3.0

역사교육과 HIE 2009 서양근대이행기의 역사 3.0

역사교육과 HIE 2012 한국전근대사Ⅰ: 고대사 3.0

역사교육과 HIE 2013 한국전근대사Ⅰ: 중세사 3.0

역사교육과 HIE 2014 동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3.0

역사교육과 HIE 4002 한국문화사상사 3.0

역사교육과 HIE 4004 서양근현대사 3.0

역사교육과 HIE 4007 동아시아문물교류사 3.0

역사교육과 HIE 4011 한국사회경제사 3.0

역사교육과 HIE 4016 동아시아근현대사 3.0

역사교육과 HIE 4017 한국근현대사 3.0

￭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교과목 해설

HIS2001 역사학입문 Introduction to History

역사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범위, 특성 등을 살펴보고, 역사학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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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2002 서양고대사 Ancient History of the West

서양문명의 고전시대라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개관한다. 서양의 전통을 형성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의 형성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HIS2003 한국고대사 Ancient History of Korea

한국의 선사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역사를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로 나누어 변천과정을 살피
되, 민족의 형성과 대륙문화와의 교류에도 유의한다.

HIS2004 동양고대사 Ancient History of Asia

동양문화의 원천을 형성하는 양대 지주인 중국과 인도의 사전기 및 고대사회의 성립과 그 발전을 개관하고, 
세계사에서의 그 특성을 고찰하여 그것이 한국사에 미친 영향을 더불어 살펴본다.

HIS2005 한국중세사 Medieval of Korea

통일신라 말기의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계기되는 고려사회의 성립과정을 살핀다. 이러한 발전과정
을 신분 및 토지제도 그리고 권력구조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고려시대사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HIS2006 동양중세사 Medieval of Asia

위진남북조 시대로부터 송대 이전까지 중국사에 외래적 요소가 혼입되는 시기를 연구한다. 특히 이민족의 
한화와 불교문화의 중국화 과정에 중점을 두어 중국 중세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

HIS2007 서양중세사 Medieval History of the West

로마제국의 멸망에서부터 봉건사회의 성립과 붕괴를 개관한다. 중세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과 변질에 
유의하고, 중세사회의 특성과 근세에 이르는 계기성을 고찰한다. 

HIS2008 서양근세사1ㆍ2HIS4003 Modern History of Europe ⅠㆍⅡ
유럽의 르네상스에서 시민혁명․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개관한다. 이 시기는 거대한 격동의 시기
로서 유럽의 경제, 사회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러한 영향들이 19세기 근대 
시민사회 및 근대국민국가 확립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본다.

HIS2009 한국문화사 History of Korean Culture

한국문화에 관한 여러 이론과 삼국 이래의 종교 및 사상, 문화유산 등을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인접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HIS2010 동아시아 역사상의 소통과 교류 Asia history through understood and flow

동아시아에 형성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외교, 정치, 국방, 경제 등의 제도사적 분야에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상업, 종족, 종교, 민족 등 문화적인 측면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소통과 교류 과정을 탐색한다.

HIS2011 서양사강독 Readings of European History

서양의 사서를 선정하여 Reading Seminar 방식으로 진행하여 원서 해독능력과 사료 취급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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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4001 한국근세사 Modern History of Korea

조선 개국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를 개관하고 한국사에서의 근세라는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HIS4002 동양근세사 Modern History of Asia

송대에서 청 중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를 개관하고 동양사에서의 근세라는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HIS4004 한국근현대사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개항 후 식민지시대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관계의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중세사회가 해체되
고 근대사회가 성립되는 동시대 역사의 본질을 이해토록 한다.

HIS4005 동양최근세사 Contemporary History of Asia

아편전쟁 이후의 ‘서구세력의 동진’을 주로 다룬다. 이민족이었던 청조의 내부구조와 그 모순점의 규명 
및 서구와 접촉하면서 내적 모순의 폭발과 근대화의 시련과정을 살핀다. 

HIS4006 서양최근세사 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산업혁명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민족주의 및 자본주의 발전에 수반하여 
제국주의가 팽창하고 이에 따른 구미 열강의 대립으로 야기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다.

HIS4007 한국사상사 History of Korean Thoughts

삼국 이래의 주요 사상의 흐름을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불교사상
의 전개 및 유교사상의 전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HIS4008 한국사강독 Readings of Korean History

한국사상의 주요 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주요 테마별로 선정, 발췌하
여 읽어감으로써 사료취급의 방법을 익힌다.

HIS4009 한국사회경제사 Social-Economic History of Korea

한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경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한다. 강의를 위주로 하며 때때로 세미나
를 통한 학생들의 이해력을 기른다.

HIS4010 동양사특강 Topics on Asian History

동양사상의 새로운 연구주제 및 몇 가지 주요 테마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접근방법, 분석방법 등을 논의하
고 그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여 본다.

HIS4011 동양사강독 Reading of Asian History

중국사의 기본 사료와 중국의 사료 중에서 한․일 등의 주변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선정하여 
읽어감으로써 원사료에 접근하여 그 취급방법 및 분석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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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4012 유라시아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 History and culture of Eurasian nomad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역사는 세계사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사의 변방
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목의 유목민과 오아시스의 농경민을 중심으로 정주지대와 상호 경쟁하고 교류했던 
유라시아 역사 세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HIS4013 동양지역사 National History of Asia

중국을 제외한 동양 각 지역의 역사를 개관하여 동양역사에 있어서 주변지역 국가들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HIS4014 지중해문명교류사 History of cultural exchanges in the Mediterranean

본 강좌는 지중해를 공유했던 다양한 문명권 간의 교류의 역사를 개설할 것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문명이 생성 발전한 역사적 장소로서의 지중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HIS4015 서양각국사 National History of Europe

유럽의 제국가들 중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각국의 내적 역사발전 과정을 살핀다. 시대사에서 
언급하지 못한 주요 사건의 진행과 각국의 사정을 이해함으로써 유럽사의 전체적 조망이 가능하게 한다.

HIS4016 한국사학사 History of Korean Historiography

한국 역대의 주요 사서를 대상으로 각각의 편찬목적과 편찬 경위, 사서의 특징과 그 사학사적 의의를 
검토한다.

HIS4017 한국사연습 Seminar on Korean History

한국사상의 중요한 문제점을 선정하여 학생 스스로 연구 발표케 하여 이에 대한 공동토론을 유도한다.

HIS4018 동양사연습 Seminar on Asian History

동양사의 여러 문제를 주제별로 분석 검토한다. 학생들의 주제발표를 유도함으로써 시대사 강의와 다른 
Seminar방식을 쓴다. 이는 이때까지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테마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HIS4019 서양사학사 History of Western Historiography

서양에 있어서 사학의 발전을 고전시대에서 현대까지 개관한다. 특히 랑케(Ranke) 이후의 근대 역사학의 
성립과 그 전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역사관이라 서술방법의 변천에 따른 문화적 배경의 소개도 병행한다.

HIS4020 서양사연습 Seminar on European History

서양문명의 여러 문제를 주제별로 분석 검토한다. 학생들의 주제발표를 유도함으로써 시대사 강의와 다른 
Seminar방식을 쓴다. 이는 이때까지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테마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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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모든 학문의 기초인 수학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

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과학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1세

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

명과학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

한 수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우리 수학과는 순수 수학분야의 교육뿐만 아니

라 응용 수학분야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함으로써 지식정보화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수학전문인을 양성하고 

지식과 지혜를 타인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역사의식

을 갖춘 지성인을 배출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수학은 경제, 통계, 정보산업 및 컴퓨터과학 등 다

양한 연계전공이 있다. 따라서 수학을 전문으로 공

부하여 대학원 진학 및 중등교육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와 연계전공을 이수하여 금융․보험․전산 분야 등

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를 위하여 수학

과에서는 금융수학, 암호학, 전산응용수학 등 응용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졸업 후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연계전공을 

이수하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에서 수학분야를 전공하거나 응용수학을 바

탕으로 경제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등을 전공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재학 중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졸업 후 교육

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등교육 교

사의 길도 열려 있다. 응용수학과목 이수 및 연계전

공을 활용하여 금융․보험․전산 분야관련 기업에 진출

할 수 있다.

수학과

Mathematics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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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송 희 자

전 공 분 야 함수 해석학

세부연구분야 바나하 공간론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수학전공 수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수학전공 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he Ohio state

university at Columbus
수학전공 Ph. d

담 당 과 목 실해석 해석개론 미분방정식 집합론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Ⅰ(북스힐)

공업수학Ⅱ(북스힐)

대 표 논 문

Weighted Lebesgue norm inequalities for certain classes of operators

Sequences in the range of a vector measure

Characterization of operators taking p-summable sequences into sequences in the range of a vector 
measure

박 준 상

전 공 분 야 미분기하학

세부연구분야 부분다양체이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과(전공) 수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Brandeis대학(교) 수학과(전공) 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Brandeis대학(교) 수학과(전공) 수학 박사

담 당 과 목 선형대수학및연습1 선형대수학및연습2 미분기하1 미분기하2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Ⅰ(북스힐)

공업수학Ⅱ(북스힐)

대 표 논 문

Lorentzian ssurfaces with constant curvatures and transformations in the 3-dimensional Lorentzian 
space, J.KMS, 45(2008) 41-61  

Lorentzian Submanifolds in Lorentzian Space Form with the Same Constant
Curvatures, Geom. Ded. 108 (2004) 98-104

The Submanifold Geometries Associated to Grassmannian Systems, Memoirs
A.M.S. 155 (2002) 1-95

이 주 성

전 공 분 야 위상수학

세부연구분야 Topological dynamical system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과(전공) 수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수학과(전공) 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Florida대학(교) 수학과(전공) 수학 박사

담 당 과 목 미적분학및연습1 미적분학및연습2 그래프이론 현대위상수학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Ⅰ(북스힐)

공업수학Ⅱ(북스힐)

대 표 논 문

Chaotic Homeomorphisims of C Induced by Hyperbolic  Toral Automorphisms and Branched Covering 
of C̅, C.K.M.S. Vol.18, 2003, 
pp. 105-115

Regular Branched Covering Spaces and Chaotic Maps on The Riemann Sphere, C.K.M.S. Vol.19 2004, 
pp. 507-517

A Characterization of  Hyperbolic Toral  Automorphisms , C.K.M.S. Vol. 21, 2006, pp. 75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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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환 표

전 공 분 야 응용수학

세부연구분야 수치해석, 응용기하, 금융수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수치해석 전산응용수학 금융수학 벡터해석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Ⅰ(북스힐)

공업수학Ⅱ(북스힐)

대 표 논 문

Clifford Algebra, Spin Representation and Rational Parametrization of Curves and Surfaces

Minkowski Pythagorean Hodographs

Mathematical Theory of Medial Axis Transform

권 기 운

전 공 분 야 수치해석

세부연구분야 수치해석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수치선형대수 및 실습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수치해석 및 실습

대 표 저 서 공업수학Ⅱ(북스힐)

대 표 논 문

Numerical method development in diffuse optical tomography

Generalized uniqueness theorem in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

Successive Fermat method in diffusion tenor MRI tractography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AT2003 선형대수학 및 연습Ⅰ 3 3 기초 학사2년 1

MAT2017 선형대수학 및 연습Ⅱ 3 3 기초 학사2년 2

MAT2023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2 팀프로젝트과목

MAT2028 수학기초이론Ⅰ 3 3 기초 학사1년 1

MAT2029 수학기초이론Ⅱ 3 3 기초 학사1년 2

MAT2026 정수론 3 3 기초 학사2년 1

MAT2027 벡터 해석 및 연습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MAT2030 고등미적분 3 3 기초 학사2년 1 세미나과목

MAT2031 계산수학 및 연습 Ⅰ 3 2 2 기초 학사2년

MAT2032 계산수학 및 연습 Ⅱ 3 2 2 기초 학사2년

MAT4001 대수학Ⅰ 3 3 전문 학사3~4년 1 3학년권장

MAT4003 해석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1 3학년권장

MAT4013 대수학Ⅱ 3 3 전문 학사3~4년 2

MAT4014 실해석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MAT4016 수치해석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3학년권장

MAT4021 미분기하Ⅰ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4학년권장

MAT4025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4학년권장/학생

연구과목

MAT4027 그래프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3학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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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AT4030 미분기하Ⅱ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4학년권장

MAT4033 암호론 3 3 전문 학사3~4년 2

MAT4036 금융수학 3 3 전문 학사3~4년 2 3학년권장

MAT4038 수치선형대수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MAT4039 미분방정식 및 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MAT4040 전산금융수학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1 4학년권장

MAT4041 보험수학 3 3 전문 학사3~4년 2

MAT4042 위상수학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1 3학년권장

MAT4043 현대위상수학 3 3 전문 학사3~4년 2

MAT4044 복소함수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MAT4045 멘토프로그램 1 전문 1

MAT4037 주니어세미나1 1 전문 1

MAT4046 주니어세미나2 1 전문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대학원진학

선형대수학 및 연습Ⅰ,Ⅱ
고등미적분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복소함수론
대수학Ⅰ
해석개론

위상수학개론
수치해석및실습

계산수학 및 연습Ⅰ
계산수학 및 연습Ⅱ

대수학Ⅱ
실해석

현대위상수학
미분기하Ⅰ,Ⅱ

벡터 해석 및 연습
미분방정식 및 연습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암호론

중등교육

대수학Ⅱ
실해석

현대위상수학
그래프이론
정수론

확률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실습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금융․보험

그래프이론
금융수학
보험수학
암호론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전산금융수학 및 실습
미분방정식 및 연습

확률론
보험통계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전산

복수전공

대수학Ⅱ
실해석

현대위상수학
미분기하Ⅰ
정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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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2003 선형대수학 및 연습Ⅰ Linear AlgebraⅠ
연립방정식과 행렬, 실벡터공간, 기저 및 차원, 행렬의 계수, 내적공간, 정규직교기저, 선형변환, 핵과 
치역, 선형변환의 행렬 등을 다룬다.

MAT2017 선형대수학 및 연습Ⅱ Linear AlgebraⅡ
고유치 및 고유벡터, 직교대각화법, 대칭행렬, 2차 형식 미분방정식에 대한 응용, 원추곡선에 대한 응용, 
2차 곡면에 대한 응용, 복소선형공간, 복소내적공간, 유니터리 행렬, 정규행렬 등을 다룬다.

MAT2023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Topics in Mathematica

미분 적분학, 미분 방정식, 수치해석, 벡터해석 등 여러 수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MAT2028 수학기초이론Ⅰ Foundation of MathematicsⅠ
기초집합론, 명제와 논리, 기호논리학, 증명방법론, 논증기호, 형식적 공리학 등 현대 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철학과 PHI2004 기초논리학 3

경제학과 INT2003 거시경제학 3

경제학과 INT2001 미시경제학 3

통계학과 STA2016 확률론 3

통계학과 SAT2002 보험통계 3

물리학과 PHY2002 역학1 3

물리학과 PHY2007 역학2 3

물리학과 PHY2008 전자기학1 3

물리학과 PHY4001 전지기학2 3

물리학과 PHY4007 양자역학1 3

물리학과 PHY4012 양자역학2 3

￭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교과목 해설



173

03

MAT2029 수학기초이론 Ⅱ Foundation of MAthematics Ⅱ
수학사, 기초정수론, 대수적 구조, 대수학과 기하학, 수체계, 행렬이론 등 수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내용들
을 다룬다.

MAT2026 정수론 Number theory

정수의 기본성질,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소수, 인수분해, 합동식의 성질, 잉여류, Fermat의 정리, 
Euler의 정리,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합동식의 응용, 이차잉여, Legendre기호, 이차잉여의 응용, 연분수, 
연분수 전개, 대수적 정수 등 정수론의 기본 사항을 다룬다.

MAT2027 벡터해석 및 연습 Vector Analysis

벡터함수의 정의와 선형변환 및 2차 형식을 소개한 후 Rn에서 미분에 대해 배운다. 선적분, 다중적분, 
매개변수화한 곡면과 곡면의 넓이 그리고 곡면적분에 대해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Green의 정리, Stokes
의 정리 등을 논한다.

MAT2030 고등미적분 Advanced Calculus

실수와 실수체, 완비성공리 등을 배운 후 수열의 극한, 코시수열을 소개한다. 여기서 단조수열의 수렴정리, 
수열의 상극한과 하극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Bolzano-Weierstrass 정리와 Heine-Borel정리를 배운 
후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논한다. 이 성질에는 극대・극소값정리와 Compact성 보존정리가 포함된다. 
Riemann적분의 정의와 적분학의 기본정리, 그리고 특이적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무한급
수의 성질에 대해서 논의한다.

MAT2035 계산수학 및 연습Ⅰ Computational mathematicsⅠ
1계 상미분방정식의 소개 및 해법, 선형상미분방정식의 소개 및 해법, Laplace 변화의 소개 및 미분방정식
으로의 적용방법, 멱급수에 의한 미분방정식 해법, 행렬, 행렬식 등의 개념에 대하여 다룬다.

MAT2036 계산수학 및 연습Ⅱ Computational mathematicsⅡ
편미분 방정식에서 변수 분리법, 라플라스 변환,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그 해를 구하는 방법과 그에 
관련된 수학적 이론과 개념, 복소함수론에서 복소 해석함수, 코시 리만 방정식, 복소 적분, 코시의 복소 
적분, 복소 수열, 급수, 로랑 급수, 유수정리 등을 다룬다. 

MAT4001 대수학Ⅰ AlgebraⅠ
Group의 정의, Lagrange Theorem, Cayley Theorem, Isomorphism Theorem, Direct Product, Group 
Actions, Free Groups, Sylow Theorem, Factor Group, Ring and Field, Fermat's and Euler's 
Theorem 등을 다룬다.

MAT4003 해석개론 Introduction to Analysis

실수의 대수적 및 해석적 성질, 실수상의 위상, Bolzano-Weierstrass 정리, Compact 집합, Heine-Borel 
정리, Cauchy 수열, 단조수열 정리, 함수의 연속성, 균등 연속, 연결 집합과 연속함수, Stone- 
Weierstrass의 정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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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4013 대수학Ⅱ AlgebraⅡ
Field of Quotients, Polynomial Rings, U.F.D, P.I.D, Euclidian Domain, Extension Fields, 
Algebraic Extension, Finite Field, Galois Theory, Insolvablity of Quintic 등을 다룬다.

MAT4014 실해석 Real Analysis

미분, 도함수의 종류, L'Hospital의 정리, 중간치 정리, Riemann-Stieltjes 적분, 유계변동 함수, 이상 
적분, 무한 적분, 측도, Lebesgue 적분, 함수의 수렴성 및 균등 수렴, 무한 급수 및 수렴 판정 등을 다룬다.

MAT4016 수치해석 및 실습 Numerical analysis

수치문제의 표현으로부터 수치해석에서 일어나는 제 문제 즉, 오차문제, 최적치문제, 여러 가지 제어문제 
등을 해석함으로써 수치해석문제의 해법이론을 살펴보고 미분방정식 등 해석학의 수치처리문제와 선형대
수 등 대수학의 수치처리문제를 다룬다.

MAT4021 미분기하Ⅰ Differential GeometryⅠ
벡터 함수, 정칙곡선, 호의 길이를 매개변수로 하는 곡선, 단위 접선 벡터, 곡률, 단위법선벡터, 종 법선벡
터, Frenet 공식 등 곡선론과 곡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룬다. 

MAT4025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Applied numerical analysis

비선형방정식의 해법, 연립방정식의 해법, 고유치문제, 보간다항식, 미분 및 적분, 상미분방정식의 해법, 
편미분방정식의 해법 등의 수치적 접근 방법을 다룬다.

MAT4027 그래프이론 Graph Theory

그래프의 정의, 알고리즘(Algorithm), Degree 수열, 경로 및 탐색, 나무이론, Network, Euler 그래프, 
Hamilton 그래프, 판매원문제, Euler의 공식, Matching 이론, Matching Algorithm과 결혼문제, 독립성, 
사색정리(Four Color Theorem), 그래프와 순서집합, Ramsey 정리 등을 다루며 Graph 이론의 응용 분야
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MAT4030 미분기하Ⅱ Differential GeometryⅡ
정규곡면의 매개변수 표현, Coordinate Patch, 접평면 및 법선, 제 1및 제2의 기본형, 주곡률(Principal 
Curvature), Gauss 및 평률, 곡률, Gauss-Weingarten 방정식, 곡면의 기본정리 Gauss-Bonnet의 정리 
등 곡면론에 대해서 다룬다.

MAT4033 암호론 Cryptography

암호학의 기초, 고전암호시스템, 블록암호알고리즘, 스트림암호 알고리즘, 해쉬함수, 공개키 암호 시스템, 
인증 및 서명, 암호 프로토콜, 응용(IC카드, 전자금융시스템, 우편시스템)

MAT4036 금융수학 Financial Mathematics

금융수학의 코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특히 이산 다 구간 모델, 차익거래 가격 결정이론, 
Black-Scholes모델과 공식, 각종 파생금융상품 이론, 이자율 모험, 마팅게일측도, 금융의 기본 정리를 
다룬다. 특히 Brown 운동과 확률적분, Ito 공식, Girsanov 정리 등 필요한 기초 확률론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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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4038 수치선형대수 및 실습 Numerical linear algebra

Gauss 소거법과 Pivoting, LU 분해, 반복법 등을 이용한 일차 연립 방정식의 해법, 최소 자승법, 고차원 
Newton 해법, 고유치 문제 및 행렬의 대각화, QR 분해, Singular value 분해 등을 다룬다

MAT4039 미분방정식 및 연습 Differential Equation

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정리, 급수해법, 연립 미분방정식의 해법,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소개, 미분방정식
의 해의 안정성 등을 다룬다

MAT4040 전산금융수학 및 실습 Computational mathematis in finance

시계열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및 최적화, 파생 금융 상품의 가격 결정, Black-Scholes 편미분 방정식, 
Dynamic Hedging 전략, Monte Calro simulation등 금융 수학의 제반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
는 방법을 다룬다.

MAT4041 보험수학 Acturial mathematics

보험경제, 이자론, 연금, 위험분포, 위험모형, 보험료, 준비금, 담보력 등을 다룬다.

MAT4042 위상수학개론 Introduction to topology

집합론 개념을 바탕으로 위상공간의 정의, 기저와 준기저, 위상공간에서의 연속함수, 거리공간의 정의, 
가산성 및 가분공리, compact공간 등을 논한다.

MAT4043 현대위상수학 Modern topology

생명공학 등에서 많이 응용되는 Knot(고리)이론과 이차원 공간에서의 곡면 등을 기존의 정의, 정리로 
이어지는 수학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공부함으로서 다양한 수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학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MAT4044 복소함수론 Complex Variables

복소함수와 미분 가능한 복소함수, 해석함수의 성질과 조화함수의 성질, 다가함수의 분지와 분지점, 분지
절단 등에 대해서 논한다. 선적분으로서의 복소적분을 소개하고 Cauchy의 정리, Cauchy의 적분공식과 
함수의 해석 성질, Liouville의 정리, 대수학의 기본정리를 증명한다. 복소급수와 Taylor 및 Laurent의 
급수정리, 특이점의 종류와 유수정리, 특히 유수정리를 사용한 실적분의 계산을 강조한다. 편각의 원리, 
Rouche의 정리, Schwarsz의 보조정리 등을 소개한다. 등각사상을 소개하고 복소평면의 여러 가지 도형사
이의 등각사상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대칭의 원리와 방향의 원리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조화함수와 그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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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물리학은 삼라만상을 대상으로 자연현상의 기본 원

리를 실험 및 이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구명하며, 

또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현대과학 기술과 

연결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1. 학부 목표

가. 물리학의 학문적 연구에 직접 종사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연구 인력에 대한 기초 교육.

나.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 분야 및 과학 

교육에 종사할 연구·교육인력 양성 교육.

다. 물리학을 소양으로 한 사회 지도자와 인접 과학 

및 공학 등 타 학문을 연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교육.

본 물리학과의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목표는 과학적 

사고방식과 탐구력, 그리고 무한한 창의력과 인식력 

및 책임감을 겸비한 전인적 기초 과학인을 양성하

며,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 민족과 인류사회의 발전

에 기여할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물리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대부분 취업과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취업은 기업체, 정부 및 기업

체 연구소, 중등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취업분야는 전자, 통신, 반도체, 컴퓨터, 재료, 

기계, 광전자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학부졸업생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석·박사학위

를 취득하고, 전문대학, 대학교 및 각종 연구소 등에

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물리학은 모든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기

초과학, 응용과학 및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

쳐왔다. 따라서 그 학문 영역이 광대한 만큼 적용되

는 분야 또한 광범위하다. 오랜 학문 발전의 역사와 

폭발적인 과학 혁명을 몰고 온 분야임을 볼 때, 미래

에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과학

의 중심 분양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를 살펴보면 고

에너지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고에너지 분야와 응집

물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응용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

진다. 물리학은 기초 학문 분야뿐만 아리라, 응용분

야에서도 우리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의 

원리에도 물리학의 기술과 이론이 숨어 있으며, 새

로운 물질의 합성, 초소형 로봇, 슈퍼컴퓨터, 지능형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칩 등의 획기적인 전기 통신 

분야와 과학 혁명을 몰고 올 수 있는 기초 학문이다. 

또한 핵융합 관련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전 인류에게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첨단 분야에서도 물리학의 역학을 지대하고 

또한 과학적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졸업 후 진로

물리학과의 졸업생은 학문 특성상 어느 분야에 진출

물리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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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자기의 소임과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는 크게 3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학원 물리학과 석·박사 과정에 입

학하여 물리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거나 혹은 

다른 유사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대학이

나 연구소에 진출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사과

정의 교원자격증 혹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중고

등학교 교원과 같은 교육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재료, 기계, 광전자 등의 기타 

사회 분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다.

 교수소개

강 태 원

전 공 분 야 고체물리학

세부연구분야 반도체물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전자기학 고체물리학

대 표 논 문

T.W. Kang, et. al., "Enhancement of magnetic properties by nitrogen implantation to Mn-mplanted p-type 
GaN", Appl. Phys. Lett. 84, 1120 (2004)

T.W. Kang, et. al., "Mn-implanted dilute magnetic semiconductor InP:Mn", Appl. Phys. Lett. 84, 2310 (2004).

T.W. Kang, et. al. Ferroelectricity in Mn-implanted CdTe", Appl. Phys. Lett. 83, 2214 (2003).

남 궁 욱

전 공 분 야 입자물리학

세부연구분야 입자물리학이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Indiana University 물리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Indiana University 물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수리물리학 입자물리학

대 표 논 문

G. Cvetic, C.S. Kim, Guo-Li Wang, Wuk Namgung, "Decay Constants of Heavy Meson of 0- State 
in Relativistic Salpeter Method", Phys. Lett. B 596, 84 (2004)

C.S. Kim, Y. Kwon, Jake Lee, W. Namgung, "Test of Factorization Hypothesis from Exclusive Nonleptonic 
B Decays", Phys. Rev. D65, 097503 (2002).

C.S. Kim, Y. Kwon, Jake Lee, W. Namgung, "Measurement of |Vub/ Vcb| (and |Vub|) in Exclusive 
Nonleptonic Decays", Phys. Rev. D63, 094506 (2001).

김 형 배

전 공 분 야 핵물리학

세부연구분야 핵물리학이론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ustin) 물리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ustin) 물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역학 핵물리학 고급물리학실험

대 표 논 문

H.B. Kim, et. al., "Theoretical description of the magnetic moments of the 2+g state for 150Sm, 152Sm 
and 154Sm", JKPS, 27, 157 (1994)

H.B. Kim, et. al., "Boson expansion based on the random-phase approximation", J. Phys. G: Nucl. 
Part. Phys. 15, 977 (1989).

H.B. Kim, "Some points of the scientific method of mental science", K.M.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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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훈 영

전 공 분 야 고체물리학

세부연구분야 반도체물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양자역학 반도체물리학 기초전자기학실험

대 표 논 문

H.Y. Cho, et.al., "Origin of luminescence from Si+-implanted Al2O3", Appl. Phys. Lett. 84, 2667 (2004).

H.Y. Cho, et.al.,"Native hole traps of ferromagnetic Ga1-xMnxAs layers on (100) GaAs substrates Appl. 
Phys. Lett. 83, 4354 (2003).

H.Y. Cho, et. al., "Investigation of interface trap states in TiN Al2O3 p-Si capacitor by deep level transient 
spectroscopy Appl. Phys. Lett. 82, 1066 (2003).

김 형 상

전 공 분 야 고체물리학

세부연구분야 고체물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zitaet zu Koeln 물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현대물리학 고체물리학 일반물리학 광학실험

대 표 논 문

H.S. Kim. et, al. "Study on Structur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Ni0.8Zn0.2Fe2O4", JKPS. 45, S637 (2004)

H.S. Kim, et. al. "Angle dependent M ssbauer study of the ground and second new metastable state 
in Na2[Fe(CN)5NO]2H2O single crystals" Solid State Comm. 126. 457 (2003).

H.S. Kim, et. al. "Diluted magnetic semiconductor of p-type GaN epi- layers implanted with Mn+", J. 
App. Phys. 93(3), 1546 (2002)

양 우 철

전 공 분 야 고체물리학

세부연구분야 표면 및 나노실험물리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물리교육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물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초전자학 열및통계물리학

대 표 논 문

W.-C. Yang, et. al., "Polarization dependent electron affinity of LiNbO3 surfaces", Appl. Phys. Lett. 
85, 2316 (2004).

W.-C. Yang, et. al., "Shape stability of TiSi2 islands on Si (111)", J. Appl. Phys. 95, 1572 (2004).

W.-C. Yang, et. al., "Stability and dynamics of Pt-Si liquid microdroplets on Si (001)", Phys. Rev. B 
69, 45421 (200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HY2001 현대물리학1 3.0 3 기초 학부2학년 1

PHY2002 역학1 3.0 3 기초 학부2학년 1 교직연계전공

PHY2003 기초전자학 3.0 3 기초 학부2학년 1

PHY2004 역학실험 2.0 4 기초 학부2학년 1

PHY2005 현대물리학2 3.0 3 기초 학부2학년 2
교직연계전공
선택필수

PHY2006 기초전자학실험 2.0 4 기초 학부2학년 2

PHY2007 역학2 3.0 3 기초 학부2학년 2 선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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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HY2008 전자기학1 3.0 3 기초 학부2학년 2 교직연계전공

PHY2009 열및통계물리학1 3.0 3 기초 학부2학년 2 교직연계전공

PHY4001 전자기학2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선택필수

PHY4002 수리물리학1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PHY4003 전자기학실험 2.0 4 전문 학부3~4학년 1

PHY4004 광학1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교직연계전공

PHY4005 열및통계물리학2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선택필수

PHY4006 광학실험 2.0 4 전문 학부3~4학년 2

PHY4007 양자역학1 3.0 3 전문 학부3~4학년 2 교직연계전공

PHY4008 수리물리학2 3.0 3 전문 학부3~4학년 2

PHY4009 광학2 3.0 3 전문 학부3~4학년 2

PHY4011 핵물리학1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PHY4012 양자역학2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선택필수

PHY4014 고체물리학1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PHY4016 핵물리학2 3.0 3 전문 학부3~4학년 2

PHY4019 입자물리학 3.0 3 전문 학부3~4학년 2

PHY4020 고체물리학2 3.0 3 전문 학부3~4학년 2

PHY4022 반도체 및 소재물리학 3.0 3 전문 학부3~4학년 1

PHY4023 고체 및 고급물리학실험 2.0 4 전문 학부3~4학년 1

PHY4024 현대물리학실험 2.0 4 전문 학부3~4학년 2 팀프로젝트

PHY4025 최근물리학의 동향 2.0 2 전문 학부3~4학년 1 팀티칭

PHY4028 물리학주제탐구 1.0 2 전문 학부3~4학년 1 사례연구

PHY4031 물리학과 첨단기술 2.0 2 전문 학부3~4학년 2
세미나 및 
학생연구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물리교사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기초전자학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광학Ⅰ

 물리교육론
 공통과학교육론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통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Ⅱ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 및 고급물리학실험
 고체물리학Ⅰ,Ⅱ

 반도체 및 소재 물리학
 광학 실험

 현대물리학 실험
 입자 물리학

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기초전자학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Ⅰ,Ⅱ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 및 고급물리학실험
 고체물리학Ⅰ,Ⅱ

 반도체 및 소재 물리학
  광학 실험

 현대물리학 실험
 입자 물리학

 최근물리학의 동향
 물리학 주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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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물리관련 기업 및 사업분야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기초전자학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Ⅰ,Ⅱ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 및 고급물리학실험
 고체물리학Ⅰ,Ⅱ

 전자 및 반도체물리학
 광학 실험

 현대물리학 실험
 입자 물리학

 최근 물리학의 동향

복수전공트랙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기초전자학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Ⅰ,Ⅱ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 및 고급물리학 실험
 고체물리학Ⅰ,Ⅱ

 반도체 및 소재 물리학 
 광학 실험

 현대물리학 실험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수학과 MAT2003 선형대수학 및 연습 I 3

수학과 MAT2017 선형대수학 및 연습 II 3

수학과 MAT2009 미분방정식 및 연습 3

수학과 MAT4021(??) 복소함수론 3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교과목 해설

PHY2001 현대물리학1 Modern Physics 1

기초물리학과 미적분 지식을 갖춘 이공계 학생들에게 19세기초에 대두된 현대물리학의 기초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수상대론, 물질의 입자와 파동론, 양자역학 및 통계역학의 기초분야와 개념에 대하여 공부한다.

PHY2002 역학1 Mechanics 1

Vector와 Matrices 계산을 훈련한 후에 Newton 역학의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기초로 중력이론, 기초진동
이론, 강제진동, 비선형진동,  Perturbation 등을 공부한다.

비 고 교직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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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2003 기초전자학 Elementary Electronics

기초전자학 강좌는 전자공학도가 아닌 과학도나 공학도들에게 기초적인 전자회로의 이론을 소개하고, 
각자의 학생들이 전공에게 응용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기초회로이론의 목적은 여러 가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및 이에 관련된 물리적 메카니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전자소자를 
응용한 전자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기본적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강좌는 교류, 직류 회로, 
다이오드 회로, 기초 반도체소자인 BJT, MOS, MOSFET의 기본구조와 작동원리를 다룬다.

PHY2004 역학실험 Experiments in Mechanics

Zeeman 효과, 강체의 회전, 진자, 운동량, 힘을 포함하여 역학의 기초실험을 한다.

PHY2005 현대물리학2 Modern Physics Ⅱ
현대 물리학 I에서 습득한 양자역학적인 기초 개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물리학, 분자물리학, 고체물리
학, 초전도현상, 핵물리학, 입자물리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한다.

비 고 교직연계전공

PHY2006 기초전자학실험 Experiments in Basic Electronics

기초전자물리학 과목을 통하여 배양된 간단한 회로이론 및 설계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회로의 구성, 간단한 
측정기기의 사용법 및 고급실험에 대비한 기초회로지식을 숙지하도록 한다.

PHY2007 역학2 MachanicsⅡ
Lagrangian과 Hamilton의 Dynamics를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중심력장 내에서의 운동과 입자의 충돌 
등을 공부한다.

PHY2008 전자기학 1 Electricity and Magnetism Ⅰ
전기적 상호작용의 가장 근본이 되는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는, 3차원 
공간에서 물리량을 표시하고 미적분 연산을 해야 하므로 벡터함수 및 벡터미적분에 대해 공부한다. 라플라
스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공부하며, 전기장 내에서의 물질의 편극 현상과 유전율에 대해 다룬다. 

비 고 교직연계전공

PHY2009 열 및 통계물리학 1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Ⅰ
고전 열역학을 기체 분자 운동론과 통계역학에 의하지 않고 제시하며 상태방정식, 열역학의 제1,2법칙, 
그들의 결합 및 응용, 엔트로피 개념, 열역학적 퍼텐셜, 열역학의 간단한 응용을 다룬다.

비 고 교직연계전공

PHY4001 전자기학 2 Electricity and Magnetism Ⅱ
전자기학I에서 다룬 정전기학을 기초로 하여 전하의 움직임과 전류의 변화를 고려한 전기역학의 이론을 
전개한다.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에 전자기유도 현상을 추가함으로써 맥스웰 방정식을 완성한다.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파동방정식이 유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전하(또는 전류)의 움직임으로 
인해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발생된 전자기파가 각종 매질 내에서 전파 또는 
흡수되고, 매질과 매질 간의 경계면에서 반사, 또는 굴절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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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4002 수리물리학1 Mathematical Physics Ⅰ
물리학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의 기본 개념들과 표현 방법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1,2 의 과정이 
있다. 수리물리학1 에서는 무한급수와 행렬, 편미분과 중적분, 벡터해석과 푸리에 급수를 다룬다.

PHY4003 전자기학 실험 Experiments in Electricity and Magnetism

전자기학 과목에서 습득한 전자기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이론을 검증하며, 이해를 구체화한다.

PHY4004 광학1 OpticsⅠ 
진동 및 파동에 관한 이론을 광학현상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빛의 간섭현상을 다룬다. 특히 다중반사에 
의한 간섭현상 및 간섭계에 대하여 학습하고, 회절현상은 단일슬릿 및 회절격자에 의한 Fraunhofer 회절
을 주로 다루며, Fresnel 회절의 개요와 광속에 대하여 논의한다. 

비 고 교직연계전공

PHY4005 열 및 통계물리학 2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Ⅱ
통계물리학은 개개의 입자들이 물리학의 기본법칙을 만족하면서도 많은 입자들의 집단 거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거시적인 현상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PHY4006 광학실험 Experiments in Optics

광학 I, Ⅱ에서 공부한 빛의 전파 특성 및 간섭, 회절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며, 여러 가지 
광학 장치의 원리와 특성을 익힌다. 레이저 광학 및 분광학을 이용한 현대 광학의 이해에 주안점을 둔다.

PHY4007 양자역학1 Quantum Physics Ⅰ
양자론의 기본 개념들, 양자역학의 체계와 구조, 양자역학의 방법론, 그리고 실제 물리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원자의 구조 및 전자기파와 원자의 상호작용 등을 강의한다.

비 고 교직연계전공

PHY4008 수리물리학 2  Mathematical Physics Ⅱ

수리물리학1에 이어서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의 개념과 방법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수리물리학2에서는 
미분방정식의 구조나 해법이 주된 내용으로서 상미분 및 편미분 방정식, 특수함수, 변분법, 적분변환 
등을 다룬다. 

PHY4009 광학 2 OpticsⅡ
광학 I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체의 광학적 특성 및 응용분야인 Laser 원리 및 그 응용을 
다루고 나아가서 기초 양자 광학분야의 일부를 소개한다. 

PHY4010 주니어세미나 Nanoworld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본 세미나는 1학년에서 학습한 일반물리학을 기초로 현대물리학의 한 분야로 새로이 자리 잡고 있는 나노과
학과 나노기술 및 미래첨단 응용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개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첨단 나노기술의 
기본 과학적 원리를 습득하여 학생들이 미래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고, 나노관련 교내/교외 
연구자 및 선후배와의 만남, 연구실 탐방, 첨단 나노측정 실험장비의 견학을 통해 나노과학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노지식을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와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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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4011 핵물리학 1 Nuclear Physics Ⅰ
고전 및 현대물리학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핵의 존재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쉘 모델, 바인딩 에너지 
모델, 핵의 안정성과 자연붕괴 등을 공부한다.

PHY4012 양자역학 2 Quantum Physics Ⅱ
양자론의 기본 개념들, 양자역학의 체계와 구조, 양자역학의 방법론, 그리고 실제 물리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원자의 구조 및 전자기파와 원자의 상호작용 등을 강의한다.

PHY4014 고체물리학 1 Solid State Physics Ⅰ
결정구조, 결정에 의한 회절과 역격자, 결정의 결합, 포논 I (격자진동), 포논 Ⅱ(열적성질) 등을 다룬다.

PHY4016 핵물리학 2 Nuclear Physics Ⅱ
β-선 붕괴, 핵 반응론(복합핵 반응과 직접핵 반응), 핵분열, 핵력에 관한 이론 등을 공부하여 핵의 역학적 
성질을 이해한다. 아울러 자연의 근본 상호 작용과 메존의 성질 등을 공부한다.

PHY4019 입자물리학 Particle Physics

물질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와 그 탐구방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입자들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양자론, 상대론 등의 이론적인 개념과 
구조를 논하며, 실험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PHY4020 고체물리학 2 Solid State Physics Ⅱ
자유전자의 Fermi 기체, 에너지 띠, 반도체 결정, Fermi 면과 금속, 플라즈몬, 폴라리톤 및 폴라론, 광학적 
과정과 엑시톤, 초전도성 등을 다룬다.

PHY4021 멘토프로그램(자연과학도의
진로설정과경력개발)

Mentor Program(Academic Consulting and Carrier
Development for Scientists)

최신 학문 및 사회동향을 학습하고 탐구하며 현장체험, 현장방문,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강의 
형태로 교육프로그램 편성하고 대오적인 학생 연구논문 발표회 및 지적재산, 전시회에 참여를 유도함.

PHY4022 반도체 및 소재물리학 Semiconductor and Materials Physics

전자소자 및 전자회로에서의 전자들의 운동론, FET 구조의 전자 소자들과 통신용 전자소자, 양자구조 
전자소자들에서 전자들의 운동론, 반도체의 구조, 전기전도의 메커니즘,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 PN 접합, 
금속과 반도체와의 접촉, 결정질 고체의 에너지띠이론, 결정 내의 불순물, 비결정질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등의 주제 등을 다룬다. 

PHY4023 고체 및 고급 물리학 실험 Experiments in Solid State and Advanced Physics

이론적으로 학습한 고체에서의 물리현상을 실험적으로 조사하며, 전도체에서의 전자이동, 자성체에서의 
전자 Spin 구조, 고체표면연구, 포논의 실험적 검증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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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4024 현대물리학실험 Experiments in Modern Physics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현대물리학의, 광학적 특성을 실제 실험을 통해 학습하며, 주로 전기적 특성실험으로 
다수 및 소수 운반자들의 특성연구와 광학적 특성조사 실험으로 에너지 밴드갭 및 광소자로서의 기능실험을 
강의한다.

PHY4025 최근 물리학의 동향 Tendency of Recent Physics

최근 물리학의 학문적 경향을 학습하기 위해 정보 매체와 저널로 교수가 정한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한다.

PHY4028 물리학 주제 탐구 Inquiry of Physcis Thema

현재 혹은 과거에 물리학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물리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접근 
해결 방법에 대하여 탐구한다.

PHY4031 물리학과 첨단기술 High Technology of Physics

물리학을 이용한 최첨단 기술 (예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대체 에너지 등등)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조사 
연구하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으로 한다. 



185

03

 교육목표

 화학은 자연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조성, 성질, 구

조, 그리고 물질 상호간의 작용과 변화를 연구하여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써 자연과학의 기

초가 되며, 산업기술 발전의 밑받침이 된다.

  본 화학과의 교육목표는 화학 전반에 걸친 기본 

지식을 이론 및 실험교육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탐

구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아울러 개개인의 꾸준한 학문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본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지혜체득과 자비정신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와 같

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화학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화학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을 학습하여 기본 연구능력을 갖춘 

화학도를 양성한다.

 둘째, 본 학과가 담당하는 교양 교육과정에서는 자

연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며, 학문탐구의 기본 방법을 

알게 한다.

 셋째,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학관련 응용과목 및 교육과목을 

수강하게 하여 산업계와 교육계의 요구에 부

응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화학은 그 탐구 대상물질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

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에서 화학 및 화학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화학이 차

지하는 무게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와 같은 의약품, 초강도 초경량 합금, 차세대

반도체, 초전도체 및 고분자 등과 같은 새로운 물질

의 개발이 화학의 지원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

다. 앞으로는 화학의 도움으로 컴퓨터가 발전되고, 

컴퓨터발전의 미지의 반응, 물질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진다면 그 발전속도 및 파장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화학이 모든 자

연과학과 기술의 중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화학은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학 전공자들의 진출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최근 몇 년간 졸업생의 취업률은 90%를 상회하며 

그 중 70%가 전공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그 동안 

배출한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현황을 파악하면 산업

계, 교육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화학 관련 분야에서 

모두 인정받는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

화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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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김 영 순

전 공 분 야 무기화학(광화학)

세부연구분야 광촉매, 기능성 이미지재료화학

학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화학과(유기금속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Tokai대학(교) 광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광화학 일반화학 과학의 역사

대 표 저 서 안료화학

대 표 논 문

High Photocatalytic Activity of Gd2O2S:Tb Modified Titanium Dioxide films 

A Study on Photoreceptor by Using the Effect of Additives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ZnO prepared by spray pyrollysis method

김 홍 범

전 공 분 야 유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유기합성, 전기 유기화학

학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 학사

박사학위과정 Inidana 대학교 유기화학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유기화학 유기화학실험 유기합성 천연물합성

대 표 저 서
다시 쓴 유기화학실험 4판 자유아카데미

K' Manual for Organic Laboratory

대 표 논 문

E.O.S. Hydrogenation of Stilbene Equivalent to Catalytic Hydrogenation.

Novel Synthesis of Symmetric Azobenzene fro Nitrobenzenes.

A Study toward the Total Synthesis of Forskolin.

여 인 형

전 공 분 야 분석화학, 전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전기분석화학

학사학위과정 서강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아이오와 주립대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분석화학1 & 2 유기및 분석실험1 & 2

대 표 저 서
“퀴리부인은 무슨비누를 썼을까”, 한승, 2007.

번역서, “화학의 현재와 미래”, 자유아카데미, 1997.

대 표 논 문

"Effect of Interfacial Oxides on the Electrochemical Activity of Lead Dioxide Film Electrodes on a Ti 
Substrate", Analytical Sciences, 26, 1(2010).

"Electrochemical Responses of Small Organic Molecules at Nickel-Copper Alloy Electrodes", J. 
Electroanal. Chem., 495, 110(2001).

"Spectroelectrochemical and Electrochemical Behavior of Epinephrine at a Gold Electrode", Electrochim. 
Acta, 45, 2889(2000).

석 원 경

전 공 분 야 무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전이금속화학, 무기반응메커니즘, 태양전지

학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무기화학 1 무기화학 2 무기화학실험

대 표 저 서
전이금속화합물의 반응과 메커니즘, 자유아카데미, 2003. 

멘델레예프와 주기율표, 대한화학회. 2006. 

대 표 논 문

Unusual Ru(III) Chloro Complex Containing Chelating Diphosphine Ligand, Bull. Korean Chem. Soc. 
2009, 30, 2461-2463. 

Mechanism of Oxidation of Benzaldehyde by Polypyridyl Oxo Complexes of Ru(IV), Inorg. Chem.. 2005, 
44, 3931-3941. 

The stepwise oxidation of anilines by [RuIV(bpy)2(py)(O)]2+,Inorg. Chem.. 2004, 43, 520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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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태 준

전 공 분 야 물리화학(이론)

세부연구분야 장유도 양자 터널링, 비단열 전이, 초대칭이론의 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B.S.)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M.S.)

박사학위과정 시카고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Ph. D.)

담 당 과 목 물리화학 2 반응속도론 분자분광학

대 표 논 문

Transition Probabilities at Crossing in the Landau-Zener Problem, Bull. Kor. Chem. Soc. 26 1735 (2005)

Canonical Transformation for Time-Dependent Harmonic Oscillators, Bull. Kor. Chem. Soc. 25 285 (2004)

Exactly Solvable Time-Dependent Problems, Bull. Kor. Chem. Soc. 23 1733 (2002)

박 봉 서

전 공 분 야 유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유기광화학, 물리유기화학

학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교육학과(전공) 이학사 (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oledo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M.S.)

박사학위과정 Michigan State University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Ph. D.)

담 당 과 목 유기작용기화학 유기구조결정방법의 이해 유기반응이론

대 표 논 문

New Photosensitive Polymer Containing o-Methylphenacyl Photocage
Park, B. S.: Lee. H. M. Bull. Korean Chem. Soc. 2008, 29, 2054-2056.

Reversed Diastereoselectivity in the Yang Photocyclization upon Introducing a Cyclopropyl Group at 
Alpha Position to Carbonyls
Chang, D. J.; Nahm, K.; Park, B. S. Tetrahedron Lett. 2002, 43, 4249-4252

Highly Efficient Photoinduced Rearrangement of Benzobicyclo[3.1.0]hexenones to 1-NaphtholsChang, 
D. J.; Park, B. S. Tetrahedron Lett. 2001, 42, 711-713.

유 국 현

전 공 분 야 방사화학

세부연구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합성

학사학위과정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 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기분석 고분자화학 기기분석실험

대 표 논 문

Synthesis of lipophilic ammonium cations as tumour imaging agents for PET.

Two Years of experience with the [18F]FDG production module.

Design of a tandem target for a simultaneous production of C-11 and F-18 with 18Mev.

최 중 철

전 공 분 야 물리화학

세부연구분야 분자계의 반응속도론 및 메커니즘

학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물리화학1 물리화학실험 물성론

대 표 논 문

J. Phys. Chem. A 112, 6190 (2008), "Formation of C7H7+ from benzyl chloride and chlorotoluene 
molecular ions: A theoretical study"

Int. J. Mass Spectrom. 286, 104 (2009), "Dissociation of fluorotoluene molecular ions: A theoretical study"

Int. J. Mass Spectrom. 279, 25 (2009), "Unimolecular dissociation of aniline molecular ion: A theoret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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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영 대

전 공 분 야 유기화학(조합화학)

세부연구분야 조합화학기반 독창적인 약물성 라이브러리 구축 및 최적화 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okyo 대학교 화학과(유기화학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실용유기화학

대 표 저 서

Soild-Phase Organic Synthesis (Chapter : Generation of Drug-like 5-Membered Heterocyclic Libraries 
Using Carbon Disulfide and Merrifield Resin), John Wiley-Sons Inc., 2010 

조합화학을 이용한 독창적인 분자다양성 구축 (Construction of Novel Molecular Diversity by Combinatorial 
Chemistry), 2007, 21세기프론티어사업(생체조절물질개발사업단)

고효율합성 신물질 창출 공동연구기반구축, 2006,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단 

대 표 논 문

Solid-phase synthesis of novel 7,8-functionalized pyrazolo[1,5-a] [1,3,5]-2-oxo -4-thioxotriazine 
derivatives via cyclization reactions of dithiocarboxy resin bound pyrazoles, Young-Dae Gong* and 
In Ae Ryu, J of Combinatorial Chemistry, 2009, 11, 626-630. 

Traceless Solid-Phase Synthesis of 2,4,6-Trisubstituted Thiazolo [4,5-d]pyrimidine -5,7-dione 
Derivatives, Taeho Lee, Ji-Hoon Park, Duck-Hyung Lee, and Young-Dae Gong*, J. of Combinatorial 
Chemistry, 2009, 11, 495-499. 

Solid-Phase Synthesis of 1,3,6-Trisubstituted-1H-thiazolo[4,5-c] [1,2]thiazin-4(3H)
-one-2,2-dioxide Derivatives using Traceless Linker, Taeho Lee, Ji-HoonPark, Moon-Kook Jeon, 
Young-Dae Gong*, J. of Combinatorial Chemistry, 2009, 11, 288-293.

정    현

전 공 분 야 무기화학, 나노화학, 재료화학

세부연구분야 나노자성체, 나노약물전달시스템, 나노 다공성 금속산화물 등

학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료화학 화학과컴퓨터 일반화학및실험1,2

대 표 논 문

Exfoliation and Reassembling Route to Mesoporous Titania Nanohybrids.

Laponite-based nanohybrid for enhanced solubility and controlled release of itraconazole.

Enhanced lithium storage capacity and cyclic perfomance of nanostructured Tio₂-MoO₃hybrid electrode.

금 영 삼

전 공 분 야 천연물화학 (Chemoprevention)

세부연구분야 십자화과 식물에 존재하는 isothiocyanate 물질의 암 예방 효과 연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약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과 약학석사

박사학위과정 Rutgers University Pharmaceutics 약학박사

담 당 과 목 생화학

대 표 논 문

Chemoprevention by isothiocyanates and their underlying molecular signaling mechanisms. Mutation 
Research, 555(1-2), 191-202, 2004 (Review), Young-Sam Keum, Woo-Sik Jeong and Ah-Ng Tony Kong

Mechanism of action of sulforaphane: inhibition of p38MAPK isoforms contributing to the induction of 
antioxidant response element (ARE)-mediated hemeoxygenase-1 in human hepatoma HepG2cells. 
Cancer Research, 66(17), 804-8813, 2006, Young-Sam Keum, Siwang Yu, Peter Pil-Jae Chang, 
Xiaoling Yuan, Jung-Hwan Kim, Changjiang Xu, Jiahuai Han, Anupam Agarwal and Ah-Ng Tony Kong

3-morpholinoproply isothiocyanate is a novel synthetic isothiocyanate that strongly induces the 
antioxidant response element (ARE)-dependent Nrf2-mediated detoxifying/antioxidant enzymes in vitro 
and in vivo.  Carcinogenesis 29, 594-599, 2008, Young-Sam Keum, Peter Pil-Jae Chang, Ki Han 
Kwon, Xiaoling Yuan, Longqin Hu, Wenge Li and Ah-Ng Tony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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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HE2001 분석화학1 3.0 3.0 기초 학사1~2년 1

CHE2003 유기및분석화학실험1 3.0 6.0 기초 학사1~2년 1

CHE2005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3.0 3.0 기초 학사1~2년 1

CHE2006 물리화학1 3.0 3.0 기초 학사1~2년 1

CHE2009 분석화학2 3.0 3.0 기초 학사1~2년 2

CHE2010 유기작용기화학 3.0 3.0 기초 학사1~2년 2

CHE2012 유기및분석화학실험2 3.0 6.0 기초 학사1~2년 2

CHE2013 물리화학2 3.0 3.0 기초 학사1~2년 2

CHE4014 생화학1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HE4015 무기화학1 3.0 3.0 전문 학사3~4년 1

CHE4017 물리화학실험 3.0 6.0 전문 학사3~4년 1

CHE4018 고분자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CHE4025 분자분광학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HE4026 기기분석실험 3.0 6.0 전문 학사3~4년 1

CHE4028 유기반응이론 3.0 3.0 전문 학사3~4년 1

CHE4029 광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CHE4043 재료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HE4021 기기분석 3.0 3.0 전문 학사3~4년 2

CHE4022 유기구조결정방법의이해 3.0 3.0 전문 학사3~4년 2

CHE4023 무기화학실험 3.0 6.0 전문 학사3~4년 2

CHE4024 무기화학2 3.0 3.0 전문 학사3~4년 2

CHE4035 물성론 3.0 3.0 전문 학사3~4년 2

CHE4036 실용유기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CHE4037 반응속도론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HE4039 화학과컴퓨터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HE4040 생화학2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HE4041 생화학실험 3.0 6.0 전문 학사3~4년 2

CHE4044 저탄소녹색성장과 환경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연구, 전문직

분석화학1,2
물리화학1,2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유기작용기화학

유기및분석화학실험1,2

무기화학1,2
생화학1,2
기기분석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생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
유기반응이론

유기구조결정방법의이해
분자분광학
반응속도론
물성론

화학과컴퓨터

미적분학및연습1,2
일반물리학및실험1,2
일반생물학및실험1,2

응용수학1,2
역학1,2

양자역학1,2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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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산업체

분석화학1,2
물리화학1,2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유기작용기화학

유기및분석화학실험1,2

무기화학1,2
기기분석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

광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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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BIO2010 생화학 3

￭최대 인정 학점 : ( 3 ) 학점

 교과목 해설

CHE2001 분석화학1 Analytical Chemistry

정량분석 화학의 체계적 이론과 실제적 용법을 다루고 정량분석 화학의 화학양론과 균일계의 화학평형론, 
전해질 용액의 전리 평형과 산염기 이론과 정량관계를 이룬다.

CHE2003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1 Experiments in Organic and Analytical Chemistry

유기 및 분석화학 실험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연습한다.

CHE2005 유기화합물의 결합및구조 Bonding and Structure of Organic Compounds

유기화학반응과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유기화학의 전문용어, 유기화합물 명명법과 
구조, 물성 및 반응기작에 대하여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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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2006 물리화학 1 Physical Chemistry 1

열역학의 기본법칙, 열역학적 함수, 화학 반응의 평형, 반응의 자발성, 순물질과 혼합물의 상전이와 전기화
학 등을 다룬다.

CHE2009 분석화학 2 Analytical Chemistry 2

분균일계 평형 중 침전적성 이론과 실제, 착화합물, 화학평형이론 및 척화적정 이론과 실제를 다루며 
산화·환원 반응, 평형이론 및 적정이론과 전기화학의 정량적 분석 이론을 다룬다.

CHE2010 유기작용기 화학 Organic Functional Group Chemistry

각 작용기별로 유기화학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특히 합성법 및 반응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CHE2012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 2 Experiments in Organic and Analytical Chemistry 2

유기 및 분석 화학실험1에서 배운 기본 테크닉을 이용해 보다 복잡한 실험에 응용해봄으로써 기본 원리 
및 그 응용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CHE2013 물리화학 2 Physical Chemistry 2

미시적 관점에서 물리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방법인 양자화학의 기본 개념, 
이론 및 원자, 분자 구조와 상태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CHE4014 생화학 1 Biochemistry 1

화학의 지식과 방법을 생체의 조성을 확인하고, 생체성분 상호간의 화학적 변화 및 화학변화에 따르는 
에너지의 출입을 다루기 위하여 탄수화물, 지질, 아미노산, 단백질 및 효소 등의 화학적 특성을 다룬다.

CHE4015 무기화학1 Inorganic Chemistry 1

무기 화합물의 원자 구조, 분자의 모양, 산-염기 화학, 군론, 공유 결합 및 이온 결합 등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CHE4017 물리화학실험 Experiments in Physical Chemistry

열역학 및 분광학, 반응속도론에 관련된 기초적인 실험 실습을 한다. 분몰랄 부피, 용질의 분배, 흡착, 
수분해반응, 해리상수, 표면장력, 점도, 염료의 흡수 스펙트럼 등을 측정하여 물리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CHE4018 고분자 화학 Polymer Chemistry

고분자의 합성, 라디칼 중합, 양이온중합, 음이온중합, 개환 중합, 공중합 반응의 기구와 속도론, 중합체의 
분자구조, 고분자의 열적 성질, 기계적 성질, 점성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고분자 응용에 대해서 다룬다.

CHE4015 무기화학 1 Inorganic Chemistry 1

무기 화합물의 원자 구조, 분자의 모양, 산-염기 화학, 군론, 공유 결합 및 이온 결합 등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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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4017 물리화학실험 Experiments in Physical Chemistry

열역학 및 분광학, 반응속도론에 관련된 기초적인 실험 실습을 한다. 분몰랄 부피, 용질의 분배, 흡착, 
수분해반응, 해리상수, 표면장력, 점도, 염료의 흡수 스펙트럼 등을 측정하여 물리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CHE4018 고분자 화학 Polymer Chemistry

고분자의 합성, 라디칼 중합, 양이온중합, 음이온중합, 개환 중합, 공중합 반응의 기구와 속도론, 중합체의 
분자구조, 고분자의 열적 성질, 기계적 성질, 점성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고분자 응용에 대해서 다룬다.

CHE4025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roscopy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원자나 분자의 구조, 에너지 등을 결정하는 학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분광학의 양자화학적 이론과, 분자의 회전, 진동, 전자 분광학 및 라만 분광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CHE4026 기기분석실험 Experiments in Instrumental Analysis

화학분석기기를 이용하는 미량성분 분석실험으로서 IR-, UV-분광분석법, 원자흡광분석법 및 기체크로마
토그래피 분석실험을 통하여 무기물 유기물 분석 실험을 행한다.

CHE4028 유기반응이론 Physical Organic Chemistry

생체 내에서 발견되는 화합물 및 반응 중 유기화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유기화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한단계 반응(concerted reaction)에 대해 살펴본다.

CHE4029 광화학 Photochemistry

광화학은 광과 화학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기체 상태, 용액 및 고체 상태에 있어서의 
광화학 반응을 통하여 기초 법칙을 이해시키고, 반도체 전극 광전효과 및 광촉매 등의 광에너지 변화의 
기본개념과 광합성 방법의 기초를 다룬다.

CHE4043 재료화학 Material Chemistry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유/무기 나노소재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그들의 응용을 다룬다.

CHE4021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현대 과학 정보사회와 접하면서 기기분석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 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기기분석의 여러 분야 중 분리분석법에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다루며, 
분광분석법에서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 적외선 분광법 및 원자흡수 분광법을 다른 기기 분석 분야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열분석법 및 방사화학법을 강의한다.

CHE4022 유기구조결정 방법의 이해 Understanding of Organic Structural Analysis

화합물의 구조 결정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핵자기공명(NMR), 적외선 분광법(IR), 자외선 분광법(UV) 
및 질량분석법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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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4023 무기화학실험 Experiments in Inorganic Chemistry

무기 화합물 및 착 화합물의 합성과 정제에 대하여 실험하고자 한다. 아울러 배위 화합물 및 유기금속 
화합물의 반응성과 분광학적 성질을 다룬다.

CHE4024 무기화학2 Inorganic Chemistry2

전이 금속 화합물 및 유기금속 화합물의 반응성, 반응 메커니즘, 이론적인 배경, 구조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무기화학1의 수강이 필수적이다.

CHE4035 물성론 Properties of Matter

통계열역학의 기본개념 및 원리, 액체 및 고체상태의 구조, 분자의 전기적 및 자기적 성질, 반도체 및 
고분자 물질들의 물리화학적 성질 등을 다룬다.

CHE4036 실용유기화학 Practic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을 위하여 실제 생활, 의학과 약학 그리고 산업계에 생산되고 있는 
유기화합물의 종류와 제법과 이들의 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CHE4037 반응속도론 Chemical Kinetics

화학변화에 대한 거시적(현상적)고찰과 미시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거시적 관점의 방법은 
기존의 반응속도론 이론으로서의 반응계의 농도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밝히는 이론이다. 한편, 미시적 
방법은 분자 동력학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반응을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CHE4039 화학과 컴퓨터 Chemistry and Computer

최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화학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화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인터넷 및 각종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화학 관련 정보검색, 화합물의 구조 및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험 데이터
의 분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활ㄹ용, 양자 화학 관련 계산에 필요한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등을 다룬다.

CHE4040 생화학 2 Biochemistry 2

화학의 지식과 방법으로 생체의 조성을 확인하고, 생체성분 상호간의 화학적 변화 및 화학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출입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탄수화물대사, 지질대사, 광합성, 암모니아 및 질소를 함유하는 단량
체의 대사, 핵산의 생합성, 단백질의 생합성 등을 다룬다.

CHE4041 생화학 실험 Experiments in Biochemistry

생체물질의 화학적 특성, 생체 물질의 정성 및 정량, 생체 물질의 분리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탄수화물
의 정성정량, 지질의 정성정량, 그 분리 정제법, 효소의 특성실험 등을 실시한다.

CHE4044 저탄소녹색성장과 환경화학 Environmental Green Chemistry

화학과 자연 및 인류의 유기적 관계 및 사회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과정과 대기 및 오존층, 지구 온난화, 광화학 스모그, 폐기물 처리, 오염물질 이동, 청정기술 
등을 다룬다. 또한 산성비, 핵분열과 공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체에너지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화학이 풀어야 할 비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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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20세기에 들어서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통계학은 많

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통계학은 자연 및 인간 

생활의 질서를 탐구하고 기획하는 과학분야로써 인

식되고 있으며, 컴퓨터와 더불어 21세기 최첨단을 

걸어야 할 지식인들에게는 필수적인 학문이다.

본 전공은 먼저 학생들에게 합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하도록 통계학 전반에 대한 교육과 컴퓨터 활용

력을 길러 학문적 성격을 보다 확고히 함은 물론 점

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 구조와 현상을 자료의 수집

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하고 연구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준다. 

즉, 통계학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또한 다른 모든 학

문 분야의 기초적 탐구의 수단으로서, 통계기법을 

활용 응용하여 각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

며 특히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의학 등의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은 물론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

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분야들에 이론과 방

법론을 제공하여 주는 독특한 학문분야이다. 

통계학과에서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학

문 분야들에 이론과 수단이 되어주는 통계학의 이론

과 그 방법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유

익한 정보를 생산하며 보다 나은 행동양식과 사회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통계학과는 통계학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습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방법론

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 현대 정

보화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사회적, 과학적 문제 해

결에 응용할 수 있는 통계학자, 대학의 통계학 교수, 

정부기관과 다양한 연구기관에 종사할 통계전문가, 

실무자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통계학은 지식기반사회의 기본학문으로서, 여러 학

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그 응용범위

가 더욱 더 넓어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혁명이라

고 명명되고 있는 오늘의 환경에서, 통계학은 컴퓨

터의 발달과 더불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척

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

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그 강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 분야를 포함한 사

회 여러 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통계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위해서 올바른 

표본 집단 추출 및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조사방법, 마케팅 분야에서 통계학적인 기

법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생물정보학 분야에서도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 보험, e-비즈니스, 보

건, 의료분야, 제조업, 기상, 환경, 사회과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통계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계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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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의 연계 시

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가 일반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용량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의 지식창출 노력은 통계학의 새로

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계학은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

정을 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속성하에서 과학기술의 

개발과 인접 학문과의 접합 등에 의하여 계속적인 

발전이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 사회는 이들 정보를 효

율적이며 객관적으로 수집·이해·분석하는 통계학 및 

통계인을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50여년의 졸업생을 배출한 본과의 졸업생 현황을 보

면 행정관청으로는 재경원, 노동부, 통계청 등으로 

진출하여 있고, 일반기업체로는 금융·보험업계로 진

출하여 정책수립과 기획조사, 전산개발 및 관련분야

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한

국과학기술원, 해외유학을 통하여 대학교수 및 각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본 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정보처리기사 1·2급, 품질관리사, 투자

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FRM), 사회조사분석사 

1·2급 등이고 교직과정 이수 후 수학교사 자격증 2급

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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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내규

※ 학과 구성 및 수강과목

1. 기초 과목은 통계학과 전공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2. 통계학과 전공을 위해서는 대학통계학 및 실습 I II 2과목은 1학년 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3. 통계학과 전공을 위해서는 수리통계학 I II 2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4. 통계학과 학부과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확률론 탐색적 자료분석 

1학년 

선형계획법 확률과정론 

실험계획법 회귀해석 

비모수통계학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 Ⅰ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  Ⅱ 

통계적 품질관리 

프로그래밍 및 실습 Ⅱ 수리통계학 Ⅰ 

수리통계학 Ⅱ 

3,4학년 

다변량해석 

보험통계학 

범주형자료분석 

인구통계학 

표본조사론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시계열해석 데이터마이닝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 Ⅰ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 Ⅱ 

2학년 

프로그래밍 및 실습 Ⅰ 

대학통계학 및 실습 Ⅰ Ⅱ 

5. 통계학과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졸업학점 130학점 교양학점

기    초 14학점

전공학점

단수 : 58학점 졸업논문형식 ○
핵    심 12학점

복수 : 36학점 외국어패스 ○학문기초 14학점

 → 표시는 선수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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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염 준 근

전 공 분 야 수리통계

세부연구분야 회귀분석, 실험계획법, 신뢰성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회귀해석   확률론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관리

대 표 논 문

"Recalibration Estimation for Unit Non-response at the Two Levels Auxiliary Information"(2003), The 
Korean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A Study on D-Optimal Design Using Genetic Algorithm"(2000),The Korean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Cost Minimization for Aperiodic Preventenance Policy of a System Subject to Slow Degradation"(2000), 
Reliability Engneering & system Safety 

김 혜 중

전 공 분 야 수리통계

세부연구분야 통계적추론, 다변량통계, 시계열분석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California대-Riverside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California대-Riverside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수리통계학I II 다변량해석 시계열 해석

대 표 논 문

"On conditional correlations defined by a class of nonlinearly truncated distributions and their application 
s"(2010), Statistics

"A class of weighted multivariate distributions related to doubly truncated multivariate t-distribution" 
(2010), Statistics 

"Classification of observations into one of two arificially dichotomized classes by using a normal 
screening variable"(2009),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A class of weighted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s and its properties"(2008), Journal of Multivariate 
Analysis

이 관 제

전 공 분 야 수리통계

세부연구분야 Biostatistics, Statistical Modeling and Consulting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Rutgers대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Rutgers대 통계학과 통계학박사

담 당 과 목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I II 비모수 통계학 프로그래밍 및 실습I II

대 표 논 문

" Human Leukocyte Antigen Alleles and Haplo types Associated with Chronicity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in Koreans"(2007)

"STARD를 이용한 진단검사법 성능평가 연구의 질 평가와 메타분석을 통한 3세대 HCV 효소면역 항체검사의 
통합민감도와 특이도 분석"(2006), 한국진단검사의학학회지

"Comparison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Amlodinpine Orotate Versus Amlodinpine Besylate in Adult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Hypertension"(2006), Clinical Therapeutics 

이 영 섭

전 공 분 야 응용통계

세부연구분야 데이터마이닝, 범주형자료분석, 응용통계자료분석, 비모수통계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Iowa주립대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Rutgers대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범주형 자료분석 일반통계학 및 실습 데이터 마이닝 

대 표 논 문

“Increased Pulse Wave Velocity Reflecting Arterial Stiffness in Patients with Colorectal Adenomas"(2010), 
Journal of Clinical Biochemistry and Nutrition

"Mucosal expression of ENaC and AQP in experimental otitis media induced by Eustachian tube 
obstruction”(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Otorhinolaryngology
"Enriched Random Forests”(2008), Bioinformatics

"Customer churn analysis: Churn determinants and mediation effects of partial defect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2006), Telecommunication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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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웅

전 공 분 야 응용통계

세부연구분야 표본설계, 조사방법론, 복잡조사자료분석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박사

담 당 과 목 표본 조사론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대학통계학 및 실습I II

대 표 저 서

"Encyclopedia of Survey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2008

"163가지 표본추출법", 자유아카데미, 2008

"표본조사입문", 자유아카데미, 2005

대 표 논 문

“Some Methods of Model-Based Sampling”(2009),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ampling Design for Reducing the Variance under the Population Model“(200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ample Allocation under a Population Model and Stratified Inclusion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2007),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안 홍 엽

전 공 분 야 응용통계

세부연구분야 Mixed effect models, Longitudinal data analysis

학사학위과정 동국대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박사학위과정 Wisconsin-Madison대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I II 선형 계획법 확률과정론

대 표 논 문

"Relationship of body composition and C-reactive protein with pulmonary function" (2010), Respiratory 
medicine

"Association between C-reactive protein and pulmonary function in postmenopausal women" (2010), 
Maturitas

"Patient's assessment of primary care of medic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by structural type" (2010),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주 용 성

전 공 분 야 환경통계

세부연구분야 Clustering, Bayesian modeling

학사학위과정 고려대 지질학과 지질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Cornell대 통계학과 통계학석사

박사학위과정 Cornell대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탐색적 자료분석 대학통계학 및 실습I 대학통계학 및 실습 II

대 표 논 문

Bayesian Model-Based Tight Clustering for Time Course Data” (2010) Computational Statistics. 25, 1, 
17-38.

"Clustering of Temporal Profiles Using a Bayesian Logistic Mixture Model: Analyzing Groundwater Level 
Data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Groundwater Recharge” (2009), Journal of Agricultural,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14, 3, 356-373.

"Estimation Of Anthropogenic Pollution Using A Bayesian Contamination Model: An Application to 
Fractured Bedrock Groundwater from Han River Watershed, South Korea" (2009) Environmetrics., 20, 
3, 221-234. 

"Model-Based Bayesian Cluster Analysis" (2008) Bioinformatics, 24, 87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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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TA2005 탐색적자료분석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STA2007 통계계산 및 그래픽 실습Ⅰ 3 2 2 기초 학사2년 1

STA2008 통계계산 및 그래픽 실습Ⅱ 3 2 2 기초 학사2년 2

STA2013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 3 2 2 기초 학사1년 영어 2

STA2014 프로그래밍 및 실습Ⅱ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1

STA2015 확률과정론 3 3 전문 학사2년 2

STA2016 확률론 3 3 기초 학사2년 1

STA2017 수리통계학Ⅰ 3 3 기초 학사2년 2

STA2018 선형계획법 3 3 전문 학사2년 1 신규

STA4004 다변량해석 3 3 전문 학사3,4년 1

STA4005 데이터마이닝 3 3 전문 학사3,4년 1

STA4006 범주형자료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2

STA4008 비모수통계학 3 3 기초 학사3,4년 영어 1

STA4010 수리통계학Ⅱ 3 3 기초 학사3,4년 1

STA4011 시계열해석 3 3 전문 학사3,4년 2

STA4012 실험계획법 3 3 전문 학사3,4년 2

STA4016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STA4017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Ⅱ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STA4020 통계적품질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STA4022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STA4029 표본조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STA4034 회귀해석 3 3 전문 학사3,4년 1

STA4035 보험통계학 3 3 전문 학사3,4년 1

STA4036 인구통계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연구직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비모수통계학
확률론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데이터마이닝
확률과정론
실험계획법
표본조사론
시계열해석

계량경제학
사회조사방법
마케팅조사
생물정보학

수학교사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비모수통계학

확률론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범주형자료분석
표본조사론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해석개론
이산수학

통계 
및

전산관련분야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탐색적자료분석
확률론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데이터마이닝
범주형자료분석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Ⅱ

데이터웨어하우스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응용 및 실험
소프트웨어공학



200

 교과목 해설

STA2005 탐색적자료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기본적인 기술통계학의 적용뿐만 아니라 단변량 분석, 자료의 시각화, 선형모형, GLM, 다변량 분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특히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SAS, 
S-PLUS, SPSS 등 여러 통계 팩키지를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STA2007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I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al ExercisesⅠ
통계학 전공에 필요한 비선형 방정식, 수치적적분, 행렬대수이론들과 같이 통계학 분야에 응용된 수리부분
을 발췌하여 통계 계산적인 측면에서 학습하며, 통계적 추론에 이용되는 붓스트랩, 잭 나이프, Cross 
Validation기법과 같은 통계계산 이론을 실습과 병행하여 학습한다.

STA2008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Ⅱ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al ExercisesⅡ
통계적 자료분석에서 필요한 통계표작성, 산점도, 히스토그램, 셰르노프 얼굴그림, 줄기 및 잎그림 등 
통계도표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며, 범용 패키지인 SAS/GRAPH와 S-Plus를 이용한 실습을 통해 기술통계
학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STA2013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 Programming and LabsⅠ
컴퓨터의 원리, 활용 및 발전과정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작성원리를 이해하며, 향후 
통계학 전공과목들의 수강시 기초가 되는 SAS나 S-Plus 및 SPSS 등의 통계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

STA2014 프로그래밍 및 실습Ⅱ Programming and Labs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 I의 연속 교과목으로 Ⅰ에서보다 고급 프로그램 기법 등을 학습하며, 보다 고급의 통계 
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언어-비주얼베이직, C, C++, 자바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STA2016 확률론 Probability Theory

통계학의 기본이 되는 확률이론과 확률분포의 성질, 확률변수의 개념 등에 대해 초보적인 수리를 이용, 학습한다.

STA2015 확률과정론 Stochastic Process

확률과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주로 Markoff Chain에 관한 것을 학습하며 Markoff Chain의 기본 
개념, 흡수 Markoff Chain, Regular Markoff Chain, Ergodic Markoff Chain, 그리고 Markoff Chain의 
응용에 관한 것을 다룬다.

STA2017 수리통계학Ⅰ Mathematical StatisticsⅠ
통계학의 기초이론인 정의, 정리 등을 수리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다루고, 
집합론, 확률론, 확률분포론 및 확률표본론을 중점 강의한다. 통계학의 기초이론의 정의, 정리 등을 수리적
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다루고, 집합론, 확률론, 확률분포론 및 확률표본론을 
중점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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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2018 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

선형계획법은 주어진 선형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선형 목적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
는 학문분야이다. Simplex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선형대수의 기초지식이 다소 요구된다.

STA4004 다변량해석 Multivariate Analysis

통계적 기법들 중 상관 관계가 있는 두개 이상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확률변수들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다변량 확률변수들의 수리적 통계 이론 및 인자분석, 주성분분석, 상관분석 등의 다변량 
자료의 분석기법을 강의한다.

STA4005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적용사례, 그리고 통계학에서의 역할 등과 함께 데이터 마이닝의 여러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분석 등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 비교 연구한다.

STA4006 범주형자료분석 Categorical Data Analysis

확률변수가 연속적이 아닌 이산형 자료에 대한 자료 분석과 모형 구축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항분포 및 
포아송분포 뿐 아니라 분할표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다범주 로짓모형 등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다양한 통계적 모형이나 분석 방법 등을 다룬다.

STA4008 비모수통계학 Nonparametric Statistics

통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나 모집단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 측정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의학통계학에서 다루는 자료들이 이 범주에 속하며, 임상실
험에서 나오는 실제 자료를 분석한다.

STA4010 수리통계학Ⅱ Mathematical StatisticsⅡ
수리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추정론, 가설검정론, 분산분석론 등의 이론과 응용대상에 대하여 중점 강의한다.

STA4011 시계열해석 Time Series Analysis

주어진 시계열의 변동에 관한 유형을 장기적 경향변동, 계절변동, 순환변동, 불규칙변동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이들 변동에 따라 시계열을 해석하는 분해법과 평활의 방법을 이용한 예측법 등을 초등적 입장에서 
강의하며, 더 나아가서 정상 및 비정상 시계열 과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STA4012 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

가장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실험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습하고,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STA4016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 Statistical Modeling and ConsultingⅠ
컴퓨터에 입력되는 자료는 대량화되고, 입력된 방대한 자료가 주는 메시지나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본 강의에서는 실험계획법, ANOVA, 회귀분석, 다변량분석, 비모수통
계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통계적 해석방법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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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4017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Ⅱ Statistical Modeling and ConsultingⅡ
전반적인 통계학 지식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모델 및 분석을 SAS를 사용하여 통계적 응용 및 분석 그리고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범주형자료관련 자료의 유형 및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STA4020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품질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통계적 기법 및 품질 검사에서 판정 방법, 표본 선택 방법 등을 학습하고, 
관리도 작성 요령과 활용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STA4022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Statistical Survey Research and Practices

이론. 실습 수업 및 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통계와 사회통계 등의 작성 및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본조사가 실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체계적으로 배운다. 표본조사의 기초 
정보 수집을 위한 핵심 그룹 활동, 표본추출틀 준비, 자료수집방법 및 표본 크기 결정, 설문지 설계, 사전조사 
실시,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현장조사 실시, 설문 자료의 코드화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강의한다.

STA4029 표본조사론 Sample Survey Theory and Methods

표본조사의 기본개념과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추출방법, 즉 단순임의추출법, 층별임의추출법, 집락
추출법, 계통추출법, 확률비례추출법 등을 강의한다. 또한 이들 추출법에 근거한 모수의 추정방법들을 다룬다.

STA4034 회귀해석 Regression Analysis

두 변량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회귀계수의 추정, 검정방법
과 회귀선의 적합도검정, 분산분석 기법 등을 강의한다. 

STA4035 보험통계학 Insurance Statistics

보험통계의 개념, 종류 및 여러 계산 방식을 학습하고, 생명표 작성, 순보험료 및 영업 보험료의 계산, 
책임 준비금, 해약 환급금, 이익배당, 장기정기보험, 기업연금보험 등의 계산방식을 다룬다. 

STA4036 인구통계학 Demographic Statistics

인구학 및 인구 통계학의 기초개념 및 계산방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인구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며, 인구분포, 사망력 및 이환력, 혼인력, 출산력, 인구성장과 대치, 인구이동, 인구통계의 사회적 및 
경제적 국면의 분석 등을 실제 인구통계자료를 동원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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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과목 해설[2011년 신규 교과목]

STA2017 수리통계학Ⅰ Mathematical Statistics Ⅰ
통계학의 기초이론인 정의, 정리 등을 수리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다루고, 
집합론, 확률론, 확률분포론 및 확률표본론을 중점 강의한다. 

Histograms.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Probability spaces. Fundamental theorems in 
discrete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densities and distribution functions. Continuous 
distributions. Independence. Distribution functions.Transformations of random variables. 
Central limit theorem. Distributions of sample statistics. Generating functions. Convergence 
concepts. Limit theorems. 

비 고 학수번호 변경(기초)

STA2018 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

선형계획법은 주어진 선형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선형 목적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
는 학문분야이다. Simplex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선형대수의 기초지식이 다소 요구된다.

By use of linear programming, one can find the optimal solution which maximizes or minimizes 
a linear objective function satisfying linear constraints. In the course, the simplex algorithm 
is mainly discussed. Students are expected to have some background in linear algebra.

비 고 신규

STA4035 보험통계학 Insurance Statistics

보험통계의 개념, 종류 및 여러 계산 방식을 학습하고, 생명표 작성, 순보험료 및 영업 보험료의 계산, 
책임 준비금, 해약 환급금, 이익배당, 장기정기보험, 기업연금보험 등의 계산방식을 다룬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basic concepts on the insurance statistics. It covers the following 
issues: probabilities, random variables, moments, distribution in insurance statistics, insurance 
and Poisson processes etc. Through the course, the students will be familiar with applied problems 
in the insurance industry.

비 고 학수번호 변경(전문) 명칭 변경(보험 통계 → 보험 통계학)

STA4036 인구통계학 Demographic Statistics

인구학 및 인구 통계학의 기초개념 및 계산방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인구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며, 인구분포, 사망력 및 이환력, 혼인력, 출산력, 인구성장과 대치, 인구이동, 인구통계의 사회적 및 
경제적 국면의 분석 등을 실제 인구통계자료를 동원하여 다룬다.

The basic concepts and methodologies of demography and demographic statistics are taught. 
Also the status and problems of nation's demographic statistics are analyzed for the various 
topics of demographic statistics, such as population distribution, mortality and morbidity, 
nuptiality, fertility, population growth and replacement, and migration. In the view of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s in demographic statistics are covered with real data.

비 고 학수번호 변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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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반도체과학은 나노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응용단계

에서는 정보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 요소로써 오늘날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앞으로도 21세기 정보사회에 있어서 기술문

명을 주도할 핵심 학문분야이다. 반도체과학은 그 응

용범위가 확대되면서 학문의 구조에 있어서도 반도

체 재료 및 소자, 고주파 반도체, 반도체 설계, 반도

체 공정 등으로 구분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반

도체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같은 추세로 구분되어 발

전되고 있다. 이에 반도체과학과 에서는 반도체 재료 

및 소자는 물론 초고속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 설

계 및 시스템 integration, 결정성장 및 반도체 공정 

등 반도체과학 전 분야의 원리적 이해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게 학습하고, 아울러 현장 지향적 

실습을 병행하여 입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로부

터 차세대 반도체 연구/산업을 주도할 지식 기반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

술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한 반

도체 분야는 컴퓨터, 통신, 제어 및 소프트웨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업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 등의 기초과학과 예술의 분야까지 새로운 도구

를 제공하여 인류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종전에 Si 만으로 대변되던 무기물 반도

체의 종류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유기물 반도체가 이미 기

술이 안정되어 그 응용 분야도 정착화 되어 가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집적도의 증가와 처리속도의 증

가는 그 끝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 기술에 있어

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

라 반도체 설계 및 시스템 기술은 다양한 디지털 환

경과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과

학 및 관련 기술 발전은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의 등

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과거 반도체과학이 주변 과

학/기술의 발전을 보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주변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기업 진출에 있어서는 반도체 재료 및 소자, 제조공

정의 개발 엔지니어, 집적회로 설계 엔지니어로 활

동할 수 있다. 전자, 특히 하드웨어를 다루는 시스

템, 초고주파 통신 분야의 개발 엔지니어로도 진출

할 수 있다. 신기능 반도체 재료, 통신 부품 설계, 

시스템 집적 회로 설계, 반도체 공정(나노테크놀로

지)등의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어느 경우

에나 기초과학에서부터 시스템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

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시도해볼만 하다.

반도체과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Semiconducto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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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김 득 영

전 공 분 야 반도체물리학

세부연구분야 화합물 반도체 및 산화물 반도체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물리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양자물리학 반도체 소자 및 실습 포토닉 디바이스 디스플레이공학

대 표 논 문

Dependence of ferromagnetic properties on conductivity for As-doped p-type (Zn0.93Mn0.07)O layers 
/ Applied Physics Letters (2008)

Structural, optic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As-doped (Zn0.93Mn0.07)O thin films  / Applied Physics 
Letters (2006) 

Correlation between exciton-phonon interactio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for unintentionally-doped 
ZnO epilayers grown by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 Journal of Applied Physics (2008)

정    웅

전 공 분 야 반도체공학

세부연구분야 RF회로설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기전자(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전기전자(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전자기학 무선통신 신호해석 전파공학 초고주파회로설계

송 민 규

전 공 분 야 반도체 시스템 설계

세부연구분야 아날로그/혼성모드 회로설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ULSI 설계 및 실습 전자회로설계 및 실습 혼성모드 시스템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대 표 저 서

CMOS 아날로그/혼성모드 집적 시스템 설계 - 上권, 시그마 프레스, 1999년 12월.

CMOS 아날로그/혼성모드 집적 시스템 설계 - 下권, 시그마 프레스, 1999년 12월.

아날로그/혼성모드 신호 설계 가이드라인, 홍릉과학출판사, 2005년 11월.

대 표 논 문

“Design of a 1.8V 6-bit Folding Interpolation CMOS A/D Converter with a 0.93[pJ/convstep] 
Figure-of-Merit”, IEICE Transactions on Electronics, Vol. E91-C, No.2, pp.213-219, February, 2008.

“A Fully Integrated Current-Steering 10-b CMOS D/A Converter with a Self-Calibrated Current bias 
Circuit”,  Analog Integrated Circuits and Signal Processing, Vol.44, No.3, pp.251-259, Sep., 2005.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위한 소면적 12-bit 300MSPS CMOS D/A 변환기의 설계”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6권 SD편 제 4호, pp. 319-327, 2009년 4월.

김 현 정

전 공 분 야 반도체 표면물리 및 공정

세부연구분야 신소재 박막성장, 표면/계면물리

학사학위과정 Gottingen 대학교 물리학과 물리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Gottingen 대학교 물리학과 물리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Hamburg 대학교 물리학과 물리학 박사

담 당 과 목 응집물질물리학 반도체공정 및 실습 전자기학

대 표 논 문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y measurements of charge trapping behavior of Au nanoparticles 
embedded in metal– insulator– semiconductor structure”,
 Ultramicroscopy, ISSN 0304-3991, V108, Issue 10, 1215-1219, Sep. 2008.

“Magnetic Properties of laser-induced ferromagnetic cobalt quantum dots passivated by ultrathin Ta" 
Journal of Applied Physics, 95, 7548(2004).

“Study of Si(001) and the Adsorbate System Si(001)-Pb with LEED, STM and ARPES using Synchrotron 
Radiation”, Internal Report, DESY HASYLAB, 96-04, Ju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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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식

전 공 분 야 고체 물리 (반도체)

세부연구분야 반도체 물성 및 중시계 소자 물리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옥스포드대학교 물리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반도체 물리학 초고주파 물성 및 소자 반도체 기초 및 실습 메모리 소자 및 재료

대 표 논 문

Physical Review Letters, vol 83, 3693 (1999)

Physical Review Letters, vol 88, 056403 (2002)

Nanotechnology, vol 20, 1 (2009)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EM2002 반도체기초및실습 3.0 2.0 2.0 기초 학사2~3년 영어 1

SEM2003 양자물리학 3.0 3.0 기초 학사2~3년 1

SEM2005 전자기학1 3.0 3.0 기초 학사2~3년 1

SEM2006 반도체물리학 3.0 3.0 기초 학사2~3년 영어 2

SEM2007 신호해석 3.0 3.0 기초 학사2~3년 2

SEM2009 전자기학2 3.0 3.0 기초 학사2~3년 2

SEM2020 디지털회로설계및실습 3.0 2.0 2.0 기초 학사2~3년 1

SEM2021 아날로그회로설계및실습 3.0 2.0 2.0 기초 학사2~3년 2

SEM4001 무선통신 3.0 3.0 전문 학사3~4년 1

SEM4004 반도체소자및실습1 3.0 2.0 2.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SEM4006 전파공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SEM4009 반도체소자및실습2 3.0 2.0 2.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SEM4010 반도체공정및실습1 3.0 2.0 2.0 전문 학사3~4년 2

SEM4014 반도체공정및실습2 3.0 2.0 2.0 전문 학사3~4년 1

SEM4015 디스플레이공학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SEM4016 초고주파회로설계 3.0 3.0 전문 학사3~4년 2

SEM4058 ULSI설계및실습 3.0 2.0 2.0 전문 학사3~4년 1

SEM4059 응집물질물리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SEM4060 전자회로설계및실습 3.0 2.0 2.0 전문 학사3~4년 2

SEM4061 혼성모드시스템설계 2.0 2.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SEM4062 메모리소자및재료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산학과목

SEM4063 시스템반도체설계 2.0 2.0 전문 학사3~4년 2

SEM4064 초고주파물성및소자 3.0 3.0 전문 학사3~4년 2

SEM4065 포토닉디바이스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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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반도체의 이해 
반도체 기초 및 실습

양자물리학
디지털회로설계 및 실습

전자기학 1
전자기학 2
반도체물리학
신호해석

아날로그회로설계 및 실습

응집물질물리학 
반도체 소자 및 실습 1
반도체 소자 및 실습 2
반도체 공정 및 실습 1

포토닉 디바이스
초고주파물성 및 소자
반도체공정 및 실습 2

디스플레이공학 
메모리소자 및 재료

반도체 물리 및 공정 관련
물리학과 일부 교과목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및 RF 신호처리

무선통신
전자회로 설계 및 실습
ULSI 설계 및 실습

반도체 소자 및 실습 1
반도체 소자 및 실습 2 

전파공학 
혼성모드시스템설계
초고주파회로설계
시스템반도체설계
메모리소자 및 재료

반도체 회로 및 RF 신호처리 
관련 전자공학과 일부 교과목

복수전공트랙

반도체의 이해 
반도체 기초 및 실습

양자물리학
디지털회로설계 및 실습

전자기학 1
전자기학 2
반도체물리학
신호해석

아날로그회로설계 및 실습

전자회로 설계 및 실습 
응집물질물리학 

ULSI 설계 및 실습
반도체소자 및 실습1
반도체소자 및 실습2

전파공학 
혼성모드시스템설계
반도체 공정 및 실습1
반도체공정 및 실습 2

디스플레이공학 
메모리소자 및 재료
포토닉 디바이스

반도체 물리 및 공정 관련
물리학과 일부 교과목

반도체 회로 및 RF 신호처리 
관련 전자공학과 일부 교과목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물리학과 PHY2008 전자기학1 3

물리학과 PHY4001 전자기학2 3

전자공학전공 ELE2028 회로이론I 3

전자공학전공 ELE2029 회로이론II 3

전자공학전공 ELE2033 전자실험I 1

전자공학전공 ELE2034 전자실험II 1

￭ 최대 인정 학점 : ( 14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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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SEM2002 반도체기초 및 실습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s and Lab.

반도체의 기본 특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원리와 물질내 전자의 거동 그리고 이에 근거한 기초 반도체 
재료ㆍ소자 및 응용, 집적회로 및 반도체 공정에 관한 내용등 반도체과학의 전분야를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자 및 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실습을 수행한다. 

SEM2003 양자물리학 Quantum Physics

반도체내 전자의 거동을 미시론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양자론의 형성과정과 전자의 파동함수 
등을 학습한다. 나아가 물질내 전자의 양자론적 거동에 근거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반도체 
양자소자의 동작원리들을 다룬다. 

SEM2005 전자기학1 Electromagnetics 

유전체와 자성체의 전자기적 미시적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벡타장에 대하여 학습한 후 자유공간 및 
유전 매질에서의 전기장을 다룬다.

SEM2006 반도체물리학 Semiconductor Physics

반도체 물질의 결정구조, 에너지 밴드 이론, 전자와 정공 그리고 도우너 및 억셉터 등에 대한 양자통계, 
평형 및 비평형 상태에서의 전하수송현상,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등에 대해 학습한다.

SEM2007 신호해석 Signal Analysis

신호를 분류하여 기본적인 신호들로 분해한다.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에 대하여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서의 해석법을 컨볼루션과 푸리에 급수/변환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신호의 시간 영역에서의 특성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을 비교하여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시스템 분석과 합성에 유용한 라플라스변환
과 z-변환도 다룬다.

SEM2009 전자기학2 Electromagnetrics 2

유전체, 강자성체 및 도체와 같은 물질의 전자기적 성질을 논하고, 정전기장과 정자기장에 대한 전자기파의 
이해와 해석을 돕는다.

SEM2020 디지털회로 설계 및 실습 Design of Digital Circuits and Lab.

2진수 체계의 기본 원리 및 2진수 연산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조합형 및 순차형 논리회로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직접 설계한다. 그리고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
어를 검증하는 실습 과제를 수행한다. 

SEM2021 아날로그회로 설계 및 실습 Design of Analog  Circuits and Lab.

전반부에는 R,L.C 및 전류원, 전압원으로 이루어진 수동소자회로를 해석한다. 이를 위해 Laplace 변환, 
Thevenin 정리 및 Norton 정리 등을 고찰한다. 후반부에는 주어진 전달함수로부터 원하는 회로를 얻기 
위한 합성과정으로서 필터 이론 및 능동회로 합성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수동소자를 구입하여 실습실에서 회로를 제작하고 실험한다.



209

03

SEM4001 무선통신 Wireless Communication

진폭변조 및 위상변조 등의 아날로그 통신 이론과 ASK, FSK, PSK 등의 디지털 통신 이론, 부호화의 
배경과 원리 등을 강의한다. 반도체 IC를 이용하여 통신 부품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통신기기
의 구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SEM4004 반도체소자 및 실습 1 Semiconductor Devices and Lab. 1

PN 접합에서의 물리적 특성과 이를 이용한 다이오드, bipolar junction transistor, 금속-반도체 접합에서
의 전류-전압 특성들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구조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SEM4006 전파공학 Theory of Wave Propagation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무한 공간 및 유한 공간에서의 파동의 전파 특성을 살펴보고 모드 해석 기법을 
유도한다. 분포정수회로의 전송선 방정식을 유도하고 고주파 반도체  회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송선 
이론과 스미스 도표 등을 소개하며 수동 소자의 특성과 정합 기법을 강의한다.

SEM4009 반도체 소자 및 실습 2 Semiconductor Devices and Lab. 2

MESFET, JFET, MOSFET등 기초 전계효과형 소자들에 대한 구조와 동작 특성을 학습한다. 아울러 이들 
소자들에 대한 분석 및 제작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의 이해도를 높인다.  

SEM4010 반도체 공정 및 실습 1 Semiconductor Fabrication and Process Lab. 1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작공정에 필요한 초고진공, 박막성장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이 강좌에서는 진공시스템, 화학기상증착, 금속배선공정, 유기물질증착, 평탄화공정에 대해 
학습한다.

SEM4014 반도체 공정 및 실습 2 Semiconductor Fabrication and Process Lab. 2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작공정에 필요한 확산공정, 리소공정, 식각공정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
여 학습한다. 이 강좌에서는 감광액 도포 및 제거공정, 노광공정, 현상공정, 습식 및 건식식각공정, 감광액 
세정공정에 대해 학습한다. 

SEM4015 디스플레이공학 Principle of Display Devices and Engineering 

TFT-LCD의 원리 및 동작 특성등을 학습하고 제작방법과 구조적 특성등을 학습한다. 나아가 OLED 및 
FED 등 평판형 정보 표시소자의 동작원리와 기본 특성등을 이해하고, 평판 디스플레이소자의 최근 기술 
및 연구동향을 학습한다.

SEM4016 초고주파회로설계 RF Circuit Design

고이득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발진기, 전력 증폭기 등의 고주파 집적회로의 설계 및 해석 방법을 강의하
고 위성 및 무선 통신시스템의 응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SEM4058 ULSI 설계 및 실습 ULSI Design and Lab.

CMOS 공정에 근거한 인버터  및 각종 논리회로의 설계, 칩 설계를 위한 주변회로에 대해 다룬다. 후반부에
는 이를 바탕으로 덧셈기, 곱셈기, 메모리 등의  subsystem 설계를 하고, 디지털 ULSI 시스템 설계의 
기반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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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4059 응집물질물리학 Condensed Material Physics

반도체 재료 및 대체 신소재와 같은 고체의 물성을 강의한다. 반도체의 물리적 특성은 실 공간이 아닌 
역격자 공간에서 잘 설명되어진다. 물리학의 기본원리와 모형을 이용하여 접근하여 여러 가지 고체의 
물질구성을 해석하며 결과는 실용적인 분야에서 매우 많이 응용되고 있다. 반도체/전기/전자 소자의 물성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과목이다.

SEM4060 전자회로설계 및 실습 Design of Electronic Circuits and Lab.

수동소자 외에 CMOS  트랜지스터의 능동소자가 첨가된 회로에 대해 고찰한다. CMOS 증폭기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연산증폭기의 이해 및 응용을 통하여 실제적인 아날로그 회로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 
다룬다.

SEM4061 혼성모드시스템설계 Design of Mixed Mode System

전자회로에서 다룬   지식을 기반으로 개선된 CMOS 연산증폭기를 설계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아날로그 데이터 변환기의 기본 이론및 동작특성을 공부한다. 또한,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변환기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SEM4062 메모리소자 및 재료 Introductory Memory Devices and Materials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메모리 소자에 대한 기본 동작 원리 및 소자 특성 분석에 대해 학습하고, 최근 
새로운 동작 원리에 기반을 둔 메모리 소자 및 재료의 기초 개념 및 특징 등을 소개한다.

SEM4063 시스템반도체설계 System Semiconductor Design

CMOS를 이용한 시스템 반도체설계에 대해 다룬다. 특히 연산증폭기(Op. Amp)의 설계를 바탕으로 비교기 
및 데이터 변환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SEM4064 초고주파물성 및 소자 High Frequency Physics and Devices 

RF소자의 종류와 구조, 동작원리 및 특성을 살펴보고 소자 해석 및 회로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SEM4065 포토닉 디바이스 Photonic Devices

현대 저탄소 녹색 기술의 한 분야로써 백색 LED 및 photovoltaic 소자와 관련한 내용을 강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에서의 흡수와 방출등 기본적인 광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발광소자 및 태양전지 
등 수/발광 소자의 동작원리와 구조적인 특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법과대학

법학과



212

 교육목표 

 체계적인 법이론 및 판례의 학습과 다양한 방법론

의 교육을 통해 법학도로서 기본 사고체계를 함양시

킴과 동시에 이를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모의재판과 교정시설 견학 등의 임상법학교육을 통

해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

춘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며, 복잡 다양하게 급변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

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윤

리적 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기본 6법을 세분화하여 법학이론을 심층적․체계적

으로 정리․분석하고, 아울러 현실생활과의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와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환경․유전공학․의료분쟁․청소년 및 노인 복지 등 현

대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문

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한다.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사법

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등 전문자격시험과 국가고

시를 통해 전문 법조인 및 고위 공무원으로 진출하도

록 하고, 경찰․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며, 기업체 등에서도 합

리적인 사고와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중역을 담당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법학지식은 일반시민으로서 교양을 높이고 질서 있

는 사회생활과 행복한 삶의 향유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생활관계가 복잡・다

양해질수록 법학지식의 常識化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수행․정치활동․기업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법학지식을 요구함에 따라 전문적

인 차원의 법학연구의 필요성 또한 더욱더 요구된다. 

 따라서 법학과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

야의 발전에 부합하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실정법의 해석방법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

무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법학교육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와 관련된 과목

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법조인양성제도와 

연계성 유지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법 분야로서 고도 산업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노동법, 국제거래법, 사회보장법, 

세법, 지적소유권법, 환경법, 금융법 등의 그 중요성

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또한 최근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현실 법학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 노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1949년 정경학부 법학과가 처음 문을 연 이래 1953

년 법정대학 법학과로, 1988년 법과대학으로 독립

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법학과의 역사가 말

해주듯이 동국법학의 역사는 헌정 이후 한국법학의 

법학과

Law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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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길을 같이 하였으며, 법조계는 물론 학계, 

정치계, 경제계 등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 무수한 

지도적 인사를 배출해 왔다.

 현재 많은 수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의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의 취업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졸업생들은 일반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여 법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등 다양

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진출가능 분야로는 공무원, 국공기업

체, 금융계,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관세사, 법률상담소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

야로 진출하고 있다.

 교수소개

연 기 영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제조물책임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의료관계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Georg-August Univ. Goettingen(독)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 채권법 멘토 주니어세미나

대 표 저 서

과학기술법제(공저), 보명 BOOKS, 2009.

생산물손해배상책임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9.

Von der Verschuldenshaftung zur Gefährdungschaftung für fehlerhafte Produkte, Göttinger 
Rechtswissenschaftliche Studien Nr.132, G　ttingen, 1988.

대 표 논 문

Das Koreanische Produkthaftungsgesetz(KPHG)(German) in : Medizin und Haftung(Festschrift Fuer 
Erwin Deutsch zum 80. Geburstag) Springer Verlag: Berlin Heidelberg, 2009. SS. 975~996.

The agenda for development of Asian Sports Law(English), In : The Journal of Sports Entertainment 
Law Vol. 11. No. 3(Vol. 16), 2008 pp. 11~28,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Inc. Seoul, Korea.

제조물 책임 분쟁해결을 위한 ADR(재판외분쟁처리)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논문집 32집 제2호 7~42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손   성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기업지배구조, 국제금융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 박사

담 당 과 목 상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경제법

대 표 저 서

21세기 국제금융법의 형성과 전개  (동국대학교 출판부)

기업법제의 주요과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동양법의 상징  (동국대학교 출판부)

대 표 논 문

미국 Disney 판결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 이사의 성실의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1권)

Soft Law의 충격 - 국제금융기준의 수용과 관련된 시론적 접근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집)

98고합504 외환위기 책임 (증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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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영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파산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민사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과(민사법 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 민법연습 채권법 물권법

대 표 저 서
민법총칙 기본판례 100선

외국파산법

대 표 논 문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보호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독일파산법상 갱생절차의 채택에 관한 연구

김 재 문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한국전통민법, 한국법제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1 민법총칙2 한국법제사

대 표 저 서

한국전통 담보제도,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2009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전통 채권법 . 가족법 . 소송법, 동국대학교 출반부, 2007. 10.
(2008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 동국대학교 출반부, 2007. 10.

대 표 논 문

조선왕조의 종교법문화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06);조선왕조의 백성은 다같은 하늘이 낸 백성이다(천민.天
民:천부인권평등사상)-승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불교의 삶속에 살다 가신 선현들, 사법행정, 2008. 10월호

조선왕조의 종교법문화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07);팔만대장경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팔만대장경
과 불경등을 수시로 얻어간 일본, 사법행정, 2008. 11월호

조선왕조의 공직자 윤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08);평생 청렴과 준법을 실천하신 존경스럽고 자랑스런 
공직자(공무원)자 열네분, 사법행정, 2008. 12월호

김 선 정

전 공 분 야 상사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상법총칙 회사법 해상보험법

대 표 저 서 금융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대 표 논 문

보험수익자지정ㆍ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거부권 존부, 보험학회지 제84집, 2009.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2009.

필리핀의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 소고-UNCITRAL 모범법 수용과 관련하여-, 중재연구 제19집 제2권, 2009

이 명 복

전 공 분 야 형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범죄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 법철학

대 표 저 서

조선시대형사제도

형법판례1

형법헌재판례 1

대 표 논 문

국민의 형사제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심제

죄형법적주의의 파생적 원칙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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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 용 상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학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상법총칙 회사법1 회사법2 유가증권법

대 표 저 서

M&A법상의 제문제, PUFS, 2003, 단독

중국회사법론, PUFS, 2003, 단독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2007, 7인공저

대 표 논 문

베트남 기업법 개관,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pp. 705-718

중국법상 회사의 구조변경과 폐지, 기업법연구 제14집(2003. 9. 30), 한국기업법학회, pp. 217-237.

개정중국회사법상의 감사제도-중국법상 회사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재산법연구 제24권 제3호
(2008.2.), 한국재산법학회, 161-187.

최 정 일

전 공 분 야 법학

세부연구분야 행정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본(Bonn)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행정법전공) 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행정법전공) 법학 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1 행정법2 행정법3 입법학

대 표 저 서

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Ⅰ), 박영사, 2009

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Ⅱ), 박영사, 2009

법학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대 표 논 문

독일과 미국에서의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직접적통제 (2008년 8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2009년 6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37집 4호 )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 손실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2009년 8월, 한국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45집 )

장 경 찬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경제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법학)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유가증권(자본시장)법 상법총칙 회사법 도산법

중재법 어음수표법 기업법

대 표 논 문 주권발행과 주식양도

강 동 욱

전 공 분 야 형사법

세부연구분야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법/형사소송법연습

대 표 저 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불심검문 - 이론과 실무

기초 형법총론강의(공저)

소년법(공저)

대 표 논 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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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 영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소송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공법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공법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1 행정법2 행정법3 행정법연습

대 표 저 서 도로하자론

대 표 논 문

미연방대법원 기본권 판례연구

집단소송론

의료기본권론

방 희 선

전 공 분 야 형사법 실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사소송법

대 표 저 서

저작권법(1986-1987 : 초판 및 개정증보판)

형법 (총ㆍ각론) (1987-1996 : 초판 및 증보판)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1997. 6.)

대 표 논 문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09. 4.

지적재산권 침해와 법적보호

양형제도의 개선과 합리화

한 희 원

전 공 분 야 법학(Trans-boundary, 통섭과 융합)

세부연구분야 국가정보법, 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기구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IUPUI)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ck Master of Law

담 당 과 목 공법 실무 (국제)인권법 국가정보법 국제기구법

대 표 저 서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국제기구법 총론

국가정보학 원론

대 표 논 문

Newly arising issues on the limitation of intervention law and refugees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toms for Peace: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 No. 4, 2007).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 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중앙법학, 2008).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과 권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앙법학, 2009).

이 훈 종

전 공 분 야 법학

세부연구분야 상법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금융법

대 표 저 서
이야기로 듣는 상법, 글누림, 2007.

디지털사업에 관한 법 이야기, 글누림, 2005.

대 표 논 문

회사지배권의 변동과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판례평석, 한양법학 제22집.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어음행위와 제삼자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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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변 종 필

전 공 분 야 형사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법철학

대 표 저 서

순수법학(역서)

법적 논증이론(역서)

형법연습(공저)

대 표 논 문

형사소송에서의 진실개념과 형사소송구조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로스쿨법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조 성 혜

전 공 분 야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부연구분야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노동법 노동법연습 사회보장법 법학입문

대 표 저 서

법학입문, 도서출판 두남, 1999

여성복지론(공저), 대학출판사, 2001

법학입문(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2002

대 표 논 문

노조의 존립․자주성의 보호와 그 모순, 노동법학, 제22호, 2006. 6. 15.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문제점,  노동법학, 제23호, 2006. 12. 15. 

기간제근로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법학, 2007. 12. 15.

김 상 겸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기본권, 헌법재판, 스포츠법, 개인정보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헌법1 헌법2 헌법3 헌법판례

대 표 저 서

ADR의 실제와 이론 II

독일지방정부론

주권론의 뿌리를 찾아서

대 표 논 문

독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계엄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당구조와 정당개혁

최 봉 석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지방자치법, 환경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행정법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행정법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1 행정법2 행정법3 환경법

대 표 저 서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08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환경법｣, 도서출판 청림, 2010

대 표 논 문

“물적 행정행위의 유용성 진단”, 토지공법연구, 2007

“기관위임사무폐지론에 대한 재고”, 지방자치법연구, 2005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대응의 현황과 과제”, 환경법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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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병 식

전 공 분 야 형사법, 경찰법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정책, 범죄수사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메이지대학교 형사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메이지대학교 형사법 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1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사정책

대 표 저 서

소년사법과 국제준칙(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심리학이 잡은 범인(오픈하우스, 2009)

대 표 논 문

일본 탐정업법의 내용과 그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최 창 렬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채권법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민사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민사법 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1 민법총칙2 물권법 채권법

대 표 저 서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종교분쟁과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비교사법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계약금포기와 배액상환의 법리 소고”,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삼지원, 2004

최 성 호

전 공 분 야 민사법실무

세부연구분야 회사소송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상사법)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상사법)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연습

대 표 저 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강의

대 표 논 문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의 강제에 관한 연구

재심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주주대표소송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김 도 현

전 공 분 야 기초법

세부연구분야 법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법사회학 서양법제사

대 표 저 서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소송과 법조

법과 사회

대 표 논 문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율 현황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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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중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기구법/국제분쟁해결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네 University of Leiden
행정대학원
법학과

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법학석사(LL.M./국제법)

박사학위과정 네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학과 법학박사(Dr.iur.) 국제법

담 당 과 목 국제법 국제협상법 국제법연습

대 표 저 서
Legal Issu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Kluwer: 2002)

한국외교의 자화상(이준출판사, 2009)

대 표 논 문

Legal Analysis of the 200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WMD Development 
(Fordham Int'l law Journal Vol. 31:1)

Early Development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a, Japan 
and Korea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4: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서 계 원

전 공 분 야 지적재산권법

세부연구분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생명공학과 법, 정보법, 과학기술과 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법과대학 이학사/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지적재산권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지적재산권법 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공학법제

대 표 저 서

1. 특허법 주해(공저), 박영사, 2010

2. Entertainment Law(공저), 박영사, 2007

3. 생명공학법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1. 徐啓源・李海燕, “中国法律关于商标与商号权之间冲突的立法现状与解决途径”(中國法에서 商標權과 商號權
의 衝突 및 解決方案), 知識財産硏究 第4卷 第1号, 韓國知識財産硏究院, pp.27-77, 2009.

2. 徐啓源, “遺傳資源 및 傳統知識의 保護에 대한 國際的 保護와 限界”, 比較法硏究 第8卷 第1号,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pp.239-285, 2007.

3. 徐啓源, “ゲームと著作権の侵害”, 立命館法學 第309号, 立命館大学法学会, pp.393-406, 2006.

임 규 철

전 공 분 야 과학기술법

세부연구분야 개인정보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대 표 저 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인터넷과 법

개인정보와 법

대 표 논 문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 경 제

전 공 분 야 헌  법

세부연구분야 언론ㆍ출판ㆍ방송, 헌법입증방법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　t(헌법전공)
헌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　t(헌법전공)
헌법학 박사

담 당 과 목 헌법 1 헌법 2 헌법 3

대 표 논 문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2009.6. 121면 이하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면권, 공법연구, 2008. 6. 312면 이하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헌법학연구, 2006. 6. 34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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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 리

전 공 분 야 영미법

세부연구분야 계약법

학사학위과정 John Jay College Legal Studies Bachelor in Arts

석사학위과정 - - -

박사학위과정 Albany Law School Contracts 전공 Juris Doctor

담 당 과 목 영미법 법조영어 법과 영화 여성의 권리와 보호

대 표 논 문

미국법상 의향서의 구속력

미국계약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기한 전계약적 책임

Review of Uniform Commercial Code of Republic of China 
at the United States' Legal Point of View 

오 미 영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학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律学科(国際法) 法学 학사

석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国際法) 法学 석사

박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国際法) 法学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법1 국제법2

대 표 저 서
외국군의 법적 지위, 법원사, 2003.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대 표 논 문

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 현행체제와 한계, 평화학연구, 
2008. 4.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회, 2008. 10.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법적 고찰, 평화학연구, 2009. 12.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LAW2002 법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전기

LAW2003 민법총칙1 3 3 기초 학사1년 1 전기

LAW2006 헌법1 3 3 기초 학사1년 1 전기

LAW2026 형법총론1 3 3 기초 학사1년 2 전기

LAW2004 민법총칙2 3 3 기초 학사1년 2 전필

LAW2008 물권법총론 3 3 기초 학사2년 1 전필

LAW2009 헌법2 3 3 기초 학사1년 2 전필

LAW2012 서양법제사 3 3 기초 학사2년 1 전선

LAW2014 영미법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전선

LAW2017 상법총론 3 3 기초 학사2년 1 전필

LAW2019 형법각론 3 3 기초 학사2년 2 전필

LAW2020 행정법1 3 3 기초 학사2년 1 전필

LAW2021 물권법각론 3 3 기초 학사2년 2 전선

LAW2024 헌법3 3 3 기초 학사2년 1 전선

LAW2027 형법총론2 3 3 기초 학사2년 1 전선

LAW2028 회사법1 3 3 기초 학사2년 2 전필

LAW2029 행정법2 3 3 기초 학사2년 2 전필

LAW2030 한국법제사 3 3 기초 학사2년 2 전선

LAW2031 개인정보법 3 3 기초 학사2년 1 전선

LAW2032 과학기술법 3 3 기초 학사2년 2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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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LAW2033 국가정보와 법 3 3 기초 학사2년 2 전선

LAW2034 법조영어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전선

LAW2035 인권법 3 3 기초 학사2년 1 전선

LAW4001 형사소송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필

LAW4005 민사소송법1 3 3 전문 학사3~4년 1 전필

LAW4007 가족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10 국제법1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전선

LAW4011 노동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13 형사정책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16 국제협상법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전선

LAW4017 주니어세미나 1 1 전문 학사3~4년 1 전선,주니어세미나

LAW4020 회사법2 3 3 전문 학사3~4년 1 전필

LAW4022 유가증권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전필

LAW4025 행정법3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27 국제법2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전선

LAW4028 민사소송법2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33 국제사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35 해상보험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36 경제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38 산업재산권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40 금융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44 국제거래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45 사회보장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46 세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47 법사회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48 환경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50 전자상거래에관한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51 소비자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52 저작권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55 입법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61 멘토프로그램 1 1 전문 학사3~4년 2 전선,멘토프로그램

LAW4063 채권법총론 3 3 전문 학사3~4년 1 전필

LAW4064 채권법각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65 법철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66 자본시장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67 법률실무기초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68 헌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69 민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70 형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71 행정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1 전선

LAW4072 상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73 민사소송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74 형사소송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75 국제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LAW4076 노동법판례 3 3 전문 학사3~4년 2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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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법조인

법학입문
헌법1·2

민법총칙1·2
물권법총·각론
형법총론1·2
행정법1·2
상법총론

헌법3
채권법총·각론, 가족법

형법각론
회사법1·2, 유가증권법

민사소송법1·2, 형사소송법
국제법1·2

노동법, 사회보장법 

행정공무원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법학입문
헌법1·2

민법총칙1·2
형법총론1·2
행정법1·2

헌법3
물권법총·각론, 채권법총·각론

형법각론,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행정법3

상법총론, 세법

행정학개론
정치학개론
경제학원론

회사법무

법학입문
헌법1

민법총칙1,2
물권법총·각론

상법총론

채권법총·각론, 
유가증권법, 해상보험법, 경제법, 회사법1·2

민사소송법1
노동법

전자상거래에관한법

경영학원론
국제통상비지니스입문

복수전공트랙

법학입문
헌법1

민법총칙1
형법총론1

헌법2, 민법총칙2, 물권법총, 채권법총
민사소송법1,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행정법1·2, 상법총론,회사법1·2, 유가증권법

 교과목 해설

LAW2002 법학입문 Introduction to Law

법의 정의와 이념, 법원, 법의 해석, 법의 분류, 법률행위, 시효 등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초보 법학도에게 
법학의 기초이론 및 지식을 익히도록 하여 공사법의 개별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게 한다.

LAW2003 민법총칙Ⅰ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Ⅰ
민법총칙편이 민법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의와 해석을 설명하고, 민법총칙 규정이 실제의 생활면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결능력을 배양하여 주는데 본 강의의 목표가 
있으며 민법총칙의 전반부 부분을 강의한다.

LAW2004 민법총칙Ⅱ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Ⅱ
민법총칙의 후반부인 법률행위에서 소멸시효까지 강의한다.

LAW2004 민법총칙Ⅱ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Ⅱ
민법총칙의 후반부인 법률행위에서 소멸시효까지 강의한다.

LAW2006 헌법Ⅰ Constitutional Law Ⅰ
본 강좌는 헌법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강좌이며, 헌법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헌법상의 기본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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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008 물권법총론 Introduction to the Law of Property

물권법총론은 물권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재산의 정태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소멸원인 중의 혼동, 기본적 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내용을 다룬다.

LAW2009 헌법Ⅱ Constitutional LawⅡ
헌법의 규정내용 중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로서,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통치구조의 형태, 국가기능과 통치권력을 살펴본 뒤,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LAW2012 서양법제사 History of Western Law

서양의 양대 법체계는 대륙법과 영미법이다. 서양법제사는 이들 법체계의 역사를 제도적 변화의 측면에서 
공부하는 교과목이다. 원시법으로부터 로마법, 대륙법, 영국법, 미국법의 역사를 포괄하며 제도사와 관련
되는 한도 내에서 사상사도 부분적으로 고찰한다.

LAW2014 영미법 American Law

본 강의는 미국의 형법 및 민법을 통하여 미국법의 기본적인 이해 및 설명을 제공한다.

LAW2017 상법총론 GENERAL PRINCIPLES IN THE COMMERCIAL LAW

이 강의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상법의 특성과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1편 상법총칙과 제2편 상해위법을 강의한다, 이 강의는 민법의 해당부분과 비교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LAW2019 형법각론 Particular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에서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현행법상의 각론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범죄규정을 분석, 검토한다.

LAW2020 행정법Ⅰ ADMINISTRATIVE LAW 1

행정법 기본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전체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갖추기 
지식을 학습한다.

LAW2021 물권법각론 General Principles of Law of Property

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행사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의 지배를 
보호하는 점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의 용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강좌이다.

LAW2024 헌법Ⅲ Constitutional Law Ⅲ
본 강좌는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강좌이며,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에서 시작하여 통치
기구인 국회, 대통령 및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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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026 형법총론Ⅰ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Ⅰ
형법의 기본개념과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정범 및 공범론, 
형벌론, 죄수론에 관해 학습한다.

LAW2027 형법총론Ⅱ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Ⅱ
본 강좌는 형사소송실무 과정에서 법률의 중요한 재판결정과 분석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LAW2028 회사법Ⅰ Corporation LawⅠ
회사기업,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에서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제문제점을 해석학적인 
측면은 물론, 비교법적·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과 기관구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LAW2029 행정법Ⅱ Administrative Law Ⅱ
국가행정작용법중 행정강제론과 개별행정작용법상의 기본구조와 일반원칙을 규명하고, 구체적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 한편, 주요 쟁점을 분석함. 특히. 질서행정법체계와 복리행정법 영역에서의 법리
이해에 비중을 둠.

LAW2030 한국법제사 History of Korean Law

한국의 전통사회, 특히 조선사회를 중심으로 법제와 법문화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주로 
조선의 입법 및 재판제도, 가족 및 상속제도를 사료와 더불어 살펴보며 또한 무엇보다 구한말과 일제를 
통한 근대적 법체계 형성의 맹아기를 고찰한다.

LAW2031 개인정보법 Information Law

현대의 정보통신 발달의 결과로 인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
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법학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법이라는 
강좌를 통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신의 이론을 습득케함으로서 현대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사고방식을 함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LAW2032 과학기술법 Law of Science & Technology

현대의 과학기술 분야는 단순하게 과학자들만의 논의의 대상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러한 과학기술은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응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은 진리발견과 인간의 이로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의 강좌개설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과학기술과 법학의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LAW2033 국가정보와 법 National Intelligence and Law

본 과목은 전세계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국가 전략정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음미해보는 과정이다. 
각별하게 지금까지 국내 어느 과정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보활동에 대한 적법절차의 문제 즉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의 국가정보활동에의 적용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국가정보
의 4대 분야인 정보의 수집과 정보분석, 방첩공작 그리고 비밀공작을 냉전시대와 2007년까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본 과정의 목적은 국가정보의 기능에 대한 법적 통찰력을 
부여하여 책임있는 국가지도자, 정책. 정보 업무담당자 그리고 건전한 비판능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치적 의식과 국가정보 마인드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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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034 법조영어 Legal Writing

본 강의는 사건요약, 법령의 구성, 법률 조사 능력, 법률 관련 서신과 인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학생은 
사실관계의 객관적 분석과 법률 메모를 작성 및 의뢰인 상담에 필요한 영어를 익힐 수 있다.

LAW2035 인권법 Human Rights Law

본 과정은 오늘날 법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근본적 그리고 국제적 가치로서
의 인권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법률이론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여 인권법의 연혁, 인권보호의 국제적 보장 
메커니즘을 고찰한다. 또한 어느 한 국가에서 인권보호에 철저히 실패한 경우의 국제적 책임추궁 방법과 
한계점을 포함한 인권의 실천적 보장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난민법, NGO 마지막으로 국제수준에서의 
인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 학습한다.

LAW4001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 해석론을 연구함으로써 범죄수사로부터 공소제
기, 공판절차 및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소송절차를 다룬다. 이 강의는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기초이다.

LAW4005 민사소송법Ⅰ Civil Procedure Ⅰ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핵심내용은 법원의 구성, 당사자 능력, 소송제기
증거법, 판결 및 상소제도 등을 살펴보고 연구한다.

LAW4007 가족법 Family Law

민법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家의 의미와 家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소개한다. 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와 이러한 친족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혼인, 친자관계, 
입양 등을 다룬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에 관한 법을 다룬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며, 얼마만큼의 상속분을 가지는가, 
타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침해를 어떻게 구제하는가 그리고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이다.

LAW4010 국제법Ⅰ International Law Ⅰ
국제사회의 공동체 규범인 국제법의 역사와 법리에 관한 체계적 이해

LAW4011 노동법 Labor Law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크게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로 나눌 수 
있음. 이 강좌에서는 노동법의 의의 및 기본개념과 개별적 노동관계 및 집단적 노동관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LAW4013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다양한 범죄현상을 통하여 범죄원인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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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16 국제협상법 International Negotiation Law

국제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기술적 요건인 협상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는 과목

LAW4017 주니어 세미나 Junior Seminar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법학도가 갖추어야할 리더십을 함양한다. 사회진출에 필요한 학문
의 동향과 사회변화를 탐구하며, 현장체험, 현장방문, 학생주도의 자율적인 학습 등을 시행한다.

LAW4020 회사법Ⅱ Corporation Law Ⅱ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중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자금조달, 계산에 관하여 강의함으로써 학생들
이 주식회사제도 전체에 관하여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 소양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LAW4022 유가증권법 Law of Bill and Checks

유가증권의 기본적 원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어음법과 수표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LAW4025 행정법Ⅲ Administrative Law Ⅲ
국가작용과 관련 피해구제법제의 기본체계와 절차 및 법리를 분석함. 특히 행정쟁송제도와 손해전보제도
의 법리와 쟁점을 논의함. 특히. 손해전보제의 절차와 범위, 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당사자, 기판력 
등을 검토하고, 관련 ADR에 대하여도 언급함.

LAW4027 국제법Ⅱ International Law Ⅱ
이 강좌에서는 국제법 1에서 습득한 국제법의 기본원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국제법이 어떻게 
국제공동체를 규율하고 있으며, 법의 지배를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 
강좌는 "국제법이 어떻게 국제공동체의 평화확립에 기여 하는가"라는 일반전제를 염두 하면서 국제사법재
판소 등의 국제재판소를 통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및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국제분쟁해결법,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범인 국제인권법, 
또한 환경의 국제적 보호와 개발을 위한 국제법규범인 국제환경법등의 분야를 살핀다.

LAW4028 민사소송법Ⅱ Civil Procedures Ⅱ
민사집행절차를 총론부분과 각론부분으로 나누어 전자에 관한 일반이론을 익히고 후자부분에서 집행대상
인 각 물건의 환가절차 및 배당절차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LAW4033 국제사법 International Private Law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사법은 그 명칭 때문에 국제법․민법․상법 등과 오해되기도 하지만 이들과
는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하지만 국제사법은 그 인접 영역으로 외인법, 국적법, 국제민사소송법이
라는 중요한 법 영역을 가지고 있다. 본 강좌는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사법의 본질인 저촉법으로써 
국제사법의 기초이론강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의 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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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35 해상보험법 MARITIME AND INSURANCE LAW

이 강의의 목표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4편 보험계약과 제5편 해상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법조항과 관련 학설 및 판례를 설명한다. 아울러 보험 산업과 해상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관련 
입법 등도 소개한다.

LAW4036 경제법 Law of Economics

20세기에 새로운 법영역으로 등장한 경제법의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의 중요한 내용을 선진외국법과 비교하면서 강의한다.

LAW4038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산업재산권법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발명, 고안, 디자인 등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에 의해서 생산된 
것에 대한 권리 및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법규를 말하며, 이에는 기술보호법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산업디자인 보호법으로서 디자인 보호법, 영업상 사용되는 각종의 표지에 대한 보호법으로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포함된다.

LAW4040 금융법 Financial Law

브레튼체제의 붕괴 이후 21기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금융영역을 법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LAW4044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경제의 주체, 외국기업 국제계약관계를 국제법적인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LAW4045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이 강좌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다룸.
사회보장 부문의 법적 쟁점을 현안의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LAW4046 세법 Tax Law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조세실체법의 구체적인 과세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AW4047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법과 사회의 접점에서 그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사회가 법에 영향은 어떠한지,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LAW4048 환경법 ENVIRONMENTAL LAW 

환경법의 일반이론과 제도 및 중요한 개별 환경법규의 주요내용과 국제조약 등에 관한 지식과 실제사례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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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50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Electronic Commerce Law

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을 전자계약, 전자서명, 소비자보호, 전자금융거래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LAW4051 소비자법 Consumer Law

소비자법은 개별 소비자와 재화와 용역을 파는 사업자간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LAW4052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저작권의 의의, 성질, 보호대상,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자의 보호제한, 저작권에 관한 구제절차와 
수단,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등을 관련판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과거와 다른 
환경속에서 적극적으로 창작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LAW4055 입법학 Legislative Studies

입법학은 입법정책․입법내용․입법기술과 입법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를 통하여 입법 실무의 문제점
과 법제도․입법기술의 정비․체계화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현실 입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LAW4063 채권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Law of Obligations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한다. 채권총론
을 채권과 목적과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채권각론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강좌이다.

LAW4064 채권법각론 Special Part of law of Obl igations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일반이론을 고찰한 후 우리 민법상의 14종의 전형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각각 구체적으로검토하고,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들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
위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누어 각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등을 다루는 강좌이다

LAW4065 법철학 Philosophy of Law

법의 개념을 비롯하여 법의 본질, 이념, 효력, 법과 도덕의 관계 등과 같은 법의 근본원리를 익히며, 이를 
통해 인간질서의 기본구조와 그 존재론적․인간학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LAW4066 자본시장법 Capital Market Law

 이 강좌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
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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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67 법률실무기초 Basic Practice of Law

본 강좌는 법률소송 등의 실무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함양하게 한다. 따라서 법률의 중요한 
재판결정과 분석을 이해하도록 하며, 법률문서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서면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한다.

LAW4068 헌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onstitutional Law

헌법학이론 내지 헌법해석론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강의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 각종의 
헌법학 관련 사례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헌법문제를 추출해 내어 해결하는 
것을 주된 강의내용으로 한다.

LAW4069 민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ivil Law

본 강좌는 민법의 기본적 이론을 고찰하고 주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에 관한 중요문제를 주제별로 
분석,연구하는 것이다.

LAW4070 형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riminal Law

형법총․ 각론에서 습득한 형법이론을 토대로 하여 판례 등 실제사례 또는 가상사례를 다루어 봄으로써 
형법이론상의 쟁점들을 재음미하고 형법규범의 구체적 적용능력을 기른다.

LAW4071 행정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aw

이 강좌는 행정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형식으로 그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행정소송의 여러 가지 유형에 합당한 사례가 제시되고 
스스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주심법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위원이 되어 구체적 사례를 직접 논증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LAW4072 상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ommercial Law

상법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내외국의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검토함으로써 
법학도로서의 구체적 사건 해결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양한다

LAW4073 민사소송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ivil Procedures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분석․검토하고 소의 제기로부터 절차의 종료
에 이르기까지의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인식시킴으로써,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실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LAW4074 형사소송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riminal Procedure 

이 강의는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기본적 사례를 해결하는 훈련을 통하여 형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한다. 구체적 사안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이론을 형사절차에 적용하여 법이론과 이념의 이해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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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75 국제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국제법의 적용 문제와 판례에 대한 분석.

LAW4076 노동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Labour Law

이 강좌에서는 노동법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사건의 사례를 다루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판례 노동법의 구체적 내용을 학습하도록 함.  
이 강좌는 노동관계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 및 법적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표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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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본 전공은 현대사회의 정치와 외교를 경험적으로 설

명하거나 규범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과 사상, 

연구 및 분석방법들 그리고 필수적인 문헌들을 학습

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외교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

괄적인 지식 체득과 연구능력 배양을 일차적 교육목

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21세기 현대

사회에 보다 나은 정치와 사회발전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가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고자한다.

 1.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21세기 현대사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정치관과 민주적 사고를 지닌 합리적 인간형으로 성

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전공이 배출하는 인력은 전반

적인 정치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며 진취적이

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갖추어 조직과 단체 나아가 사

회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본 전공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그 문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능동적이

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

양 그리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

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조직에서 핵심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2. 교육내용 총괄

현대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서 본 전공은 정치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공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이론 및 방법론, 정치사

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 5개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정치이론 및 방법론 분야에서는 근·현대의 다양한 정

치학의 이론을 연구·분석하여 다양한 정치현상을 정

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치사상분야에서는 근·현대 동서양의 정치사상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사회를 정확히 파

악할 수 있는 철학적 관점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내

용을 담고 있다.

비교정치분야는 다양한 정치체제와 정치과정을 체

계적으로 분석·비교하여 현대 정치·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의 정확한 인식과 대책을 도모 할 수 있는 교

육내용을 설치하고 있다. 

국제정치분야는 국제관계와 세계정치의 본질적 성

격과 각국의 구체적인 대외정책의 전개과정을 이론

적·역사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정치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다. 

한국정치분야에서는 한국의 정치사, 정치체계, 정치과

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위한 다양

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한국사회에 맞는 이론적·실천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Politics &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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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안들을 모색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정치외교학은 정치 이론 및 사상, 비교정치, 한국정

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의 분야로 대별되고 있는

데, 최근에는 각 분야 간 또는 학문 간의 학제 간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분야별 

경계나 학문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민주정치의 발전, 

보다 높은 삶의 질 실현, 세계의 안전과 평화 정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권 민족 여성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정치외교학 전공자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정치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가고시 등을 통하여 전문 외교관 또는 행

정공무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교수 또는 전문연구자 등 학문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정부부처의 정책실무자, 중앙 및 지방정

치인의 보좌진, 방송 및 언론매체 기자, 정치 및 시사 

비평가, 선거기획 및 정치홍보 담당자, 리더십을 갖

춘 대기업의 중견 간부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수소개

황 태 연

전 공 분 야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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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arties Under Putin: Party-System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Julie Newton and William 
Tompson (eds), Institutions, Leadership, and Ideas in Russian Politics (Palgrave-Macmillan : forthcoming).

‘The Russian Federation : History’, in Eastern Europe, Russia and Central Asia 2009
(Routledge:London,2008), pp.320-328.

대 표 논 문

‘Party-System Reform in Democracy’s Grey Zone: A Response to Moraski’, Government and Opposition, 
44, 2, 2009, pp.188-207.

‘Party Finance in Russia: Has the 2001 Law ‘On Political Parties’ Made a Difference?’, Europe-Asia 
Studies, 59, 7, 2007, pp.1089-1113.

‘Party-System Development Under Putin’, Post-Soviet Affairs, 22, 4, 2006, pp.314-348.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OL2010 한국정치사 3 3 기초 학사1~2년 1

POL2018 정치 토론 3 3 기초 학사1~2년 1

POL2015 정치사상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235

05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OL2003 비교정치론 3 3 기초 학사1~2년 2

POL2004 서양외교사 3 3 기초 학사1~2년 2

POL4011 한국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re-law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OL4033 외교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OL4034 정치과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OL4036 미국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OL4037 정부형태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re-law

POL4020 서양정치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1

POL4026 동양정치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1

POL4047 현대한국정치실습 3 1 4 전문 학년3~4년 1 관학과목

POL4018 한국외교사 3 3 전문 학사3~4년 2

POL4045 유럽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POL4046 국제정치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POL4035 선거정당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OL4012 의회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OL4038 현대정치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POL4019 현대정치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2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POL4043 한국정치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기자
방송인

정치ㆍ시사비평가
선거기획 및 

정치홍보 담당자

한국정치입문
정치사상입문
서양외교사
비교정치론

한국정치론
현대정치이론
서양정치사상
국제정치경제
현대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선거정당론
유럽정치론

방송제작입문
저널리즘론
사회변동론
설득과캠페인
신문보도편집론
정치커뮤니케이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전문위원
정치인 보좌관

행정관료
정부부처의 정책실무자

한국정치입문
정치사상입문
서양외교사
비교정치론
정치 토론

한국정치론
정부형태론
정치과정론
현대정치사상
의회정치론
선거정당론
외교정책론

정책분석
정책학개론

헌법
행정법

정책형성론
관료제론
한국행정론
지방행정론
정책평가론

외교관

한국정치입문
정치사상입문
서양외교사
비교정치론

한국정치론
국제정치이론
탈공산권정치론
현대정치사상
한국외교사
유럽정치론
외교정책론
미국정치론

헌법
국제법1ㆍ2
국제협상법
해외지역연구
북한외교정책론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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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복수전공

한국정치입문
정치사상입문
서양외교사
비교정치론
정치 토론

한국정치론
동양정치사상
서양정치사상
의회정치론
현대정치사상
정치과정론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정치외교전공에서는 학생들의 심도있는 학문연구를 위해 법학과전공의 국제법1과 국제법2 과목을 정치외교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며 이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법학과 LAW4010 국제법1 3

법학과 LAW4027 국제법2 3

￭최대 인정 학점 : ( 6 ) 학점

 교과목 해설

POL2003 비교정치론 Comparative Politics

비교정치학의 기본이론 및 방법론, 그리고 정치문화와 사회화, 충원, 참여, 커뮤니케이션, 정치과정, 정치
변동, 정치체계, 정치발전 등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상이한 정치체계들 간의 정치적 구조 및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지역연구의 기본바탕을 제공한다. 

POL2004 서양외교사 Western Diplomatic History

서양 외교정책의 내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국제관계의 내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POL2010 한국정치사 Korean Political History

한국정치의 이념, 권력구조관계, 국가구조, 정치제도의 운영과 같은 한국 정치 전반의 필수적인 부분을 
살펴 한국정치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POL2015 정치사상입문 Introduction to Political Thoughts

정치학의 정치사상을 수학하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서 정치사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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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2018 정치 토론 Politics and Discussion 

현대사회에서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토론은 개인,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정기제로서 널리 활용된다. 『정치 토론』은 ‘최신
의 정치 이슈’을 중심으로 수강생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논쟁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인정하고 조정하는 법을 학습하는 교과이다. 교과는 두 부분으로 나뉘며,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논증’의 개요와 함께 다양한 토론의 방식과 절차를 배우게 된다. 교과의 두 
번째 구성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토론이다. 토론의 주요주제가 될 ‘최신
의 정치이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를 포괄하며, 강좌 개설학기에 한국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선정한다. 수강생은 개인 별 주제토론, 그룹 토론, CEDA 토론, 
의회 식 토론 등 다양한 토론 모듈을 통해 토론의 실제를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POL4011 한국정치론 Korean Politics

1945년 해방 이후 오늘까지 한국정치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치문화, 정부형태, 정치과정, 
정치발전, 통일문제, 안보 및 대외관계 등 각 측면에서 한국 정치의 특성을 정리한다. 

POL4012 의회정치론 Congressional Politics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 의회정치의 기본적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POL4018 한국외교사 korean Diplomatic History

한국 외교정책의 내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 등장한 한국이 국제적 격동기에서 전개한 대외관
계의 내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POL4019 현대정치사상
Modern Political Thoughts : 
20th Century Political Thoughts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현대 정치사상을 고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용 내지는 비판
과 극복능력을 배양하며, 21세기 새롭게 등장하는 최신 정치사상을 소개·분석한다. 

POL4020 서양정치사상 Western Political Thoughts

근대 서양정치사상의 흐름을 중요한 정치사상가의 학설을 통해 분석·연구한다.

POL4026 동양정치사상 Asian Political Thoughts

동양의 정치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정치 일반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양자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POL4033 외교정책론 Foreign Policy

외교의 본질, 의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외교정책 수립과정, 집행 등의 일반이론
을 고찰하고 세계 주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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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34 정치과정론 Government and Political Process

본 강좌는 정치사회적 여러 집단 내지 여러 세력이 정책형성과 집행에 미치는 여러 가지 정치 기능과 
역할의 관계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 선거, 이익집단, 여론, 선전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습득하게 하여 정치현실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돕는다. 

POL4035 선거정당론 Election and Political Parties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선거와 정당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치과정의 핵심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POL4036 미국정치론 American Politics

정치 체제와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 과정 등 미국 정치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각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POL4037 정부형태론 Preidential and Pariamentary Systems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형태를 분석하고 세계 각 국의 정부형태를 검토한다. 

POL4038 현대정치이론 Game Theory & Politics

본 강좌는 현대정치 이론 중에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선택을 이해하기위한 도구로서 게임이론의 기초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딜레마 (dilemma)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
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각각의 선택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 잠재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행위하는 전략적 
행위 (strategic behavior)의 분석과 이해에 강좌의 주안점을 둔다.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Comparative Democracy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이행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한다.

POL4043 한국정치사상 Korean Political Thought

동양정치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게 한국의 정치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정치 일반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양자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Russian and post-Communist Politics

이 강좌는 공산권의 몰락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 러시아의 변화와 동유럽 국가들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POL4045 유럽정치론 European Politics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주요 유럽국가들과 유럽연합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현대 유럽정치학을 소개하고자한
다. 수업 전반부는 주요 유럽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알아보고 후반부는 유럽연합의 발전과정과 당면한 이슈
들을 다루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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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46 국제정치이론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현대의 국제적인 정치 현실 속에서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하고자 한다. 

POL4047 현대한국정치실습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본 과목은 관학협력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한국정치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전문가 특강, 정치현장 방문 등 학습자들의 
직접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40

 교육목표
 

 행정학은 그 기본적 이념들인 민주성·능률성·합
리성·효과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서로 조화

시키면서 국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업무 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문이다. 특히 이론중심의 협소한 전문

성을 뛰어넘어 종합학문으로서, 실천학문으로서, 

그리고 변화관리학문으로서의 포괄적 전문성을 지

향한다. 따라서 행정학과는 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행정현상을 규

명할 수 있는 탐구방법을 학습케 하여,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합리적 사고능

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기본목표로 한다.

1. 전공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행정학과의 전공과목은 창의적 기획관리능력, 합

리적 문제해결능력, 능동적 변화대응능력, 견실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유용한 학문과정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공이수를 위해 

먼저 기초과목인 행정학개론과 정책학개론을 수강

하며 그 다음으로 전공심화 과목인 각론 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행정학 전공자의 능력 및 소양

 행정학 전공자는 (1) 조직의 공동목표를 중시하는 

태도함양, (2) 행정부 및 공공기관에의 적응능력, 

(3) 포괄적 관리인으로서의 통합조정능력, (4) 실용

적, 실무적 교육을 통한 변화관리능력, (5) 전문 관

료 또는 기업인으로서의 리더십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논리적 사고와 공공조직과 민간 기업

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기획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미

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 국가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표방하면

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기업, 지역사회개발에 이르

기까지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행정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

잡하며 광범위해지면서 공공행정을 효율적이고 과

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학과는 인사·재무·조직·기획과 정책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하고 있으

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행정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론적 교육

뿐 아니라 행정과 정책사례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정부기관 외에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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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행정학 전공자의 진로는 국가정부기관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먼저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를 거쳐 행정관료로서 기획·관리·예
산·인사·공공정책 등 국가 모든 행정분야로의 진

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 등의 공기업,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은 물론 일반기업체에 진출하여 조사분

석 업무, 총무 및 인사관리 업무, 재정 및 회계업무, 

복지 및 환경관련업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학과(전공)별 졸업요건

졸업학점
120
학점

교양학점

기    초
12

학점

전공학점

단수 :
45학점

졸업논문

형    식
논문

핵    심
12

학점

복수 :
30학점

외 국 어

패    스
영어대학전공

기    초

9
학점

 교수소개

김 보 현

전 공 분 야 재정정책

세부연구분야 재정정책

학사학위과정 California University 행정학과 행정 학사

석사학위과정 Syracuse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책형성론 정책사례연구 행정조사론 재정정책론

대 표 논 문

수도권 자치단체간 주거지 이동의 영향요인 : 지방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2004)

수도권 자치단체간 공공 서비스 평가(행정논집,2004)

한국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회과학연구, 2009)

심 익 섭

전 공 분 야 조직관리론

세부연구분야 조직관리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Speyer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Speyer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담 당 과 목 조직관리론 행정개혁론 행정학의 이해 복지행정론

대 표 저 서

지방외교의 이론과 실제(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독일 복지국가의 특성: 비교적 시각(독일사회복지론)(앰-에드)

한국민주시민교육론(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논리)(앰-에드)

대 표 논 문

한국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2006)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자치행정,2006)

독일 지방정부의 정책현안과 그 시사점(한독사회과학논총,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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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 우 

전 공 분 야 인사행정

세부연구분야 인사행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Syracuse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Wharton Pennsylvania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담 당 과 목 인사행정론 정책평가론 행정정보체계론 정책분석

대 표 저 서 한국관료제 정책과정(다산출판사, 공저)

대 표 논 문

조직목표 달성요인으로서의 경쟁과 협력의 재조명(한국행정학보,2005)

공무원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 관한 고찰(한국행정논집,2005)

경쟁과 협력(행정논총,2005)

곽 채 기

전 공 분 야 재무행정

세부연구분야 정부예산, 공기업, 지방재정

학사학위과정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담 당 과 목 행정이론 재무행정 지방재정론 공기업론

대 표 저 서

새행정학(대영문화사, 공저)

복지재정과 시민참여(나남출판, 공저)

지방공기업 개혁론(대영출판사, 공저)

대 표 논 문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2004)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한국지방재정논집, 2007)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분석(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9)

이 주 하

전 공 분 야 사회복지정책

세부연구분야 사회복지정책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Oxford University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Oxford University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획론 행정학개론 정책학개론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대 표 저 서
The Korean State (co-author with Stein Ringen et al)(Oxford University Press)

민주주의와 좋은 정부(법문사)

대 표 논 문

Politics of Social Policy-Making in South Korea and Japan(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2008)

Another Dimension of Welfare Reform :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Programme in Korea(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SSCI),2009)

Reform Decision-Making and Reform Implementation : The Case of South Korea
(Revise & Resubmit to Public Administration (SSCI))

주 창 범

전 공 분 야 조직이론

세부연구분야 조직이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정부와 행정 정책학개론 행정계량분석

대 표 저 서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Funding on Environmental NGOs in Korea. 
From Democracy to Civil Society : The Evolution of Korean Social Movements

대 표 논 문

External Legitimacy, Goal Congruence, and Collective Resistance
: Environmental NGOs and Land Use Politics in South Korea(Urban Studies)

Legitimacy-Seeking Breeds Practice Variations 
: Differential Effects of Network Centrality and Density on Nonprofit Political Advoca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PART))

Critical Junctures, Path Dependence, and Political Contestation
: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NGOs in Kore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NV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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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학기

PUB2001 정책학개론 3 3 기초 학사1학년 1

PUB2008 조직관리론 3 3 기초 학사2학년 1

PUB2006 행정조사론 3 3 기초 학사2학년 1

PUB2002 행정학의 이해 3 3 기초 학사1학년 2

PUB2003 기획론 3 3 기초 학사2학년 2

PUB2004 인사행정론 3 3 기초 학사2학년 2

PUB2005 정책형성론 3 3 기초 학사2학년 2

PUB4001 공기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08 재정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19 행정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10 정책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15 행정개혁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20 행정정보체계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25 시장과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26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30 한국정부와 행정 3 3 전문 학사3-4년 1

PUB4007 재무행정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12 정책평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13 지방행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05 복지행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11 정책사례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16 행정계량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24 지방재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03 도시행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UB4023 공공서비스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공무원ㆍ공직

행정학개론
행정조사론
정책학개론
행정철학

한국행정론
행정이론

행정정보체계론
비교행정론
정책사례연구

헌법Ⅰ,Ⅱ
행정법

공기업

행정학개론
정책형성론
인사행정론
조직관리론

관료제론
공기업론
재무행정
복지행정론
지방행정론

경제학
국제관계
재정학

산업조직론

사기업
행정학개론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
정책분석
재무정책론
행정계량분석
정책평가론

경영학개론
회계학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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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UB2001 정책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정책학의 학문적 성향 및 일반적인 원리를 고찰하고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학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정책체계에 대한 종합적 시각 및 접근방법을 습득하여 
실제로 정책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키는 토대를 형성한다.

PUB2008 조직관리론 Organization and Management

본 강의는 행정학에서 조직 관리론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감안하여 폭넓게 조직이론과  행정관리에 
관한 이론을 종합정리 한다. 나아가 조직이론과 행정관리이론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전통적 이론과 
함께 새로운 이론의 정립 또한 중요한 바, 본 강의를 통하여 현대 조직 관리의 새로운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PUB2002 행정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이론에 관한 기초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간단히 행정의 제범위를 설명하고 행정관리 기초과정의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PUB2006 행정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실무와 행정학 분야에 있어서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론들과 행정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방법 등을 습득한다. 특히 행정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기본적 요소, 
행정조사방법의 형태와 과정, 문제형성, 가설, 실험, 표본추출, 측정의 방법, 자료수집, 내용분석 및 자료의 
처리 등을 다룬다. 

PUB2003 기획론 Planing

이 과목은 기획의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의의 개념규정, 계획규정, 모형, 평가분석 등을 검토한다.

PUB2004 인사행정론 Personel Administration

현대 인사행정의 발전과 인사행정에 관한 개념 및 일반이론을 학습하는 한편 한국 및 주요국의 현행 인사행
정제도의 제 특성을 이해시킨다. 특히 인사제도의 유형, 직위분류제, 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보수
체계, 연금, 사기, 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윤리, 공무원 신분보장 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인사행정
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PUB2005 정책형성론 Policy Formation

정책형성 과정과 모형, 조직형태 등 정책결정과 행정가에게 작용하는 환경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정책형
성에서 선택된 문제들을 다룬다.

PUB4001 공기업론 Government Enterprise

공기업의 발달배경 및 원인, 특징, 지도관리 등의 이론을 검토하며 특히, 공기업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 
공기업의 조직, 인사, 재무관리, 공기업의 통제 등과 이에 따르는 특정문제들을 고찰하여 공기업의 발전방
향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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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4008 재정정책론 Fiscal Policy

재정정책의 기초개념 및 기초적 이론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에 관해 이해한다. 특히 지방재정과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에 관하여 논의한다.

PUB4019 행정이론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기존 행정학의 제이론 중 주요 논쟁테마들을 선정하여 집중 연구, 분석, 토론함으로써 행정학 연구의 
총정리를 시도함과 동시에 그동안 각론부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행정학 관련분야들을 종합정리
함으로써 한국행정의 현주소와 행정학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PUB4010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정책분석에 관한 각종의 이론을 이해하고, 이성과 증거를 통하여 정책형성과 집행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석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분석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며, 
정책분석의 활용능력을 함양한다.

PUB4015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s

행정개혁이란 행정능력의 합리적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체제의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PUB4020 행정정보체계론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민간부문의 정보체계인 경영정보체계(MIS)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행정정보체계(PMIS)에 
관한 각종 이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공공부문이 갖는 특징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체계가 나아갈 이론적 방향
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고찰한다.

PUB4025 시장과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Market, Government, and Network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시장, 네트워크 등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과 상호 관계를 이해하
고, 각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리 전략 등을 소개한다.

PUB4026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 역할의 재조정과 공공부문의 재설계 공공정책과 사회발전, 거버넌스 패러
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공정책 결정과 집행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한국 
공공부문의 구조 및 역할변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먼저 현대 자본주의 국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고, 영미,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 동아시아 체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PUB4030 한국정부와 행정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in Korea

지난 55년 동안 10번의 정부교체를 통해 변화/발전한 한국 행정의 특성을 ‘정부’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정부에 관한 주요 이론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국정부와 그 행정활동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고 행정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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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4007 재무행정 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행정의 일반이론 특히 재무행정조직, 예산의 개념, 기능, 원칙, 종류, 분류 그리고 정부 회계, 구매조
달, 지방재정 및 정부와 기업의 관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재무행정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또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 등 예산절차와 예산과 재정정책과의 연계 등 특수문제를 다룬다.

PUB4012 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정책평가의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도모하여 한국 정책과정상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PUB4013 지방행정론 Local Administration

지방행정의 개념, 역사적 발전, 조직, 인사, 기획, 중앙통제,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며 특히, 
재정 기반이 약한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정책과정을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라는 관점에
서 문제들을 다룬다.

PUB4005 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 내지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최대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문제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집중 분석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철학, 이념, 내용을 바탕으로 갈수록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문제의 행정적, 정책적 접근방법과 복지국가의 미래상을 점검해 본다. 

PUB4011 정책사례연구 Case Study in Public Policy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과정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검토하여 실제적 정책분석
(Policy Analysis)에 대한 접근방법, 이론모형 수립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학의 이론들을 습득한다.

PUB4016 행정계량분석 Quantative Methods for Administrative

행정학의 연구와 행정관리에 필요한 통계이론의 이해와 그 응용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표본과 표본의 분포, 구간추정과 조작적 표본설계, 통계적 가설검증,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의 기초이론, Dummy변수와 분산분석 등이다.

PUB4024 지방재정론 Local Public Finance

생활정부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관리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지방재정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되 이론과 제도 그리고 개혁방안을 소개한다.

PUB4003 도시행정론 Urban Administration

현대도시의 성장과 인구집중, 대도시 기능과 행정구역문제, 수도권의 광역행정기구 등의 제반문제를 분석
ㆍ고찰하고자 한다.

PUB4023 공공서비스론 Public Service

정부 활동의 핵심 산출인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방식,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기법, 공공서비스의 
혁신 전략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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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북한학과는 1994년 3월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 양

성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본 학과는 그동

안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온 북한연구

를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한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되는 남북한 교류협력 실무자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 전문 인력을 육성하려고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

전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본교 북한학과에서는 현재 여러 

관련학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북한 관련 

연구를 통합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북

한연구자들이 전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급증하

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 및 통일 관련 전문분야(통

일교육, 통일행정등) 의 전문가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학은 비단 통일 전까지의 남북·북미·동북아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준비와 함께 통일 

이후 있을 여러 가지 행정·경제·법·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북한학 전공자는 북한학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을 체

득하고 민족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춤으로써 연구기

관, 언론사, 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상 진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1999년 8월부터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서 통일 관련 교육을 담당할 통일

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북한 및 통일관련 정부부서, 전문 연구기관, 언

론기관 등에서 정책 실무자, 연구자, 기자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진출하여 남북

한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치행정학부 북한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North-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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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고 유 환

전 공 분 야 비교정치

세부연구분야 북한학, 남북관계, 비교정치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외교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학 박사

담 당 과 목 북한정치론 북한의 사상체계 북한연구방법론

대 표 저 서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변화 

북한학 입문 

대 표 논 문

발전과 저발전론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종속론과 세계체제론을 중심으로

2007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안보

박 순 성

전 공 분 야 경제학

세부연구분야 북한경제, 경제사상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석사학위과정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철학과(전공) 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북한경제론 통일학입문 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

대 표 저 서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

한반도 평화보고서

대 표 논 문

1,2차 북핵위기와 한반도동북아 질서 변화

중간국가의 평화외교 구상: 한국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전환과 과제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남북경협정책

김 용 현

전 공 분 야 북한정치/통일

세부연구분야 북한 정치 및 군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외교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학 박사

담 당 과 목 북한학입문 북한연구방법론 동북아정치경제론 북한사연구

대 표 저 서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치

북한현대사

대 표 논 문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

북핵사태 이후 6자회담과 북한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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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NOR2001 북한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NOR2002 통일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2

NOR2003 사회주의의이론과체제 3 3 기초 학사2-3년 1

NOR2004 북한정치론 3 3 기초 학사2-3년 1

NOR2005 통일환경론 3 3 기초 학사2-3년 1

NOR2006 북한의사회와문화 3 3 기초 학사2-3년 2

NOR2007 조선로동당과북한지도자 3 3 기초 학사2-3년 2

NOR2008 북한경제론 3 3 기초 학사2-3년 2

NOR2009 북한의사상체계 3 3 기초 학사2-3년 2

NOR4001 북한의법과행정체계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02 북한외교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03 남북한교류협력과사회통합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04 북한연구방법론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05 북한군사안보론 3 3 전문 학사3-4년 2

NOR4006 북한의지리와관광 3 3 전문 학사3-4년 2

NOR4007 북한의문학과예술 3 3 전문 학사3-4년 2

NOR4008 북한의언어와생활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09 남북경협과경제통합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10 북한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11 남북한체제비교론 3 3 전문 학사3-4년 2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2

NOR4013 동북아정치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신문 및 방송 기자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북한정치론

북한의 사상체계
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남북한체제비교론
북한외교정책론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
북한군사안보론

북한의 언어와 생활

사회과학방법론
한국사회론
한국경제사
한국정치사
비교정치론
한국외교사

금융권 및 일반
기업체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북한경제론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남북한교류협력과 사회통합 

북한의 지리와 관광
남북한체제비교론
분단국통일사례연구

한국행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
재정학

노동경제학
화페금융론

기타 대북 관련
시민 단체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통일환경론

사회주의 이론과 체제

남북한체제비교론
분단국통일사례연구

북한교육론
북한의 언어와 생활

사회문제세미나
비교사회학
복지행정론
문화사회학

복수전공트랙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북한정치론

사회주의 이론과 실체
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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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철학ㆍ윤리ㆍ문화학전공 ETH4023 통일과 민족문화

철학ㆍ윤리ㆍ문화학전공 ETH4014 북한사회와 문화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POL2008 정치학방법론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POL4030 한반도주변국정치론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POL6006 한국통일연구

￭최대 인정 학점 : ( 6 ) 학점

 교과목 해설

NOR2001 북한학입문 Introduction to North Korean Studies

입문과정으로 북한의 실상과 북한학의 기초적 문제들을 이해

NOR2002 통일학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Unification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과 관계개선 그리고 통일방안을 모색

NOR2003 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 Theories and Systems of Socialism

역사적 사회주의의 이념과 체제원리를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밝혀내고 자본주의 체제와의 비교분석 시도

NOR2004 북한정치론 Theories of North Korean Politics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정권성립과정,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권력구조 및 정치체계(주체의 영도
체계), 권력투쟁과 권력승계, 정치권력과 경제개혁의 상관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NOR2005 통일환경론 International Relations of Unification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등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

NOR2006 북한의 사회와 문화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 나타난 북한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이해

NOR2007 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Study on Korean Workers' Party and 
North Korean Leadership

조선로동당의 연혁, 당 강령 및 규약, 조직, 당 대회별 주요 정책 그리고 북한사회에서의 영도적 역할 
등을 당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자들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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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2008 북한경제론 North Korean Economy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일반적 특징과 북한의 주체적 경제관리이론을 살펴보고, 북한 경제개발정책의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

NOR2009 북한의 사상체계 North Korean Ideology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

NOR4001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운영원리를 살펴보고, 북한의 
각종 법과 행정적 체계가 헌법에 부합하고 있는지 탐색

NOR4002 북한외교정책론 North Korean Foreign Policy

북한의 외교정책 및 북한의 수세적 적응외교의 본질이해

NOR4003 남북한 교류협력과 사회통합 Inter-Korean Relations

남북한 관계의 변화과정 및 교류협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남북한관계의 변화 방향을 조망

NOR4004 북한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발된 사회주의체제에 관한 연구방법 검토 및 한계 이해

NOR4005 북한군사안보론 North Korean Military and Security Policy:

북한핵개발과 군사력증강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군축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NOR4006 북한의 지리와 관광 North Korean Geography and Tourism

북한의 자연환경을 위치, 면적, 지형지세, 지질, 토양, 기후, 부존자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주요 
명승지의 실태를 알아보고, 북한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이해

NOR4007 북한의 문학과 예술 North Korean Arts and Literature

북한의 문학과 영화예술을 중점적으로 이해

NOR4008 북한의 언어와 생활 Language and Life in North Korea

남북한 간의 우리말 이질화 현상을 비교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언어 통일과 표준화 모색

NOR4009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발전방향 및 남북경
제통합의 과정·방안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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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4010 북한교육론 Education in North Korea

북한 당국이 정치사회화와 사상교양교육을 체제유지에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를 교육관, 교육제도, 
교육내용 등을 중심으로 이해

NOR4011 남북한체제비교론
Comparative Stud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문화, 예술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제3세계의 발전모델로서 남북한의 발전모델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분석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베트남, 독일, 예멘 등 분단국가들의 분단과 통합과정을 사례별로 분석해보고 분단국 통일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해

NOR4013 동북아 정치경제론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안보와 군축문제,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경제적 접근을 통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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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경제학은 경제행위의 주체인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자원이 희소하다는 제약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

며, 또한 그러한 선택이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

하는가를 주된 연구과제로 하여 경제현상의 기본원

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경제학 전반에 관한 기

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현실경

제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경제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능력을 갖

춘 경제학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 중 가장 기초적이고 체계화

된 분야로서, 주어진 제약 하에서 의사결정의 합리

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의 모든 행

위가 기본적으로 제약 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라

고 생각한다면, 경제학은 인간생활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학은 인접한 분야인 경영이나 무역뿐만 아

니라 정치나 법, 제도 등 사회현상의 전반에 광범위

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

본 체계를 습득하면 경제현상 뿐만 아니라, 다른 모

든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

다. 따라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자

기 분야의 연구에 유용한 분석시각을 경제학에서 얻

을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경제학은 그 적용분야가 광범위하므로 경제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분야에서도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다. 경제학의 특성상 졸업 후 진

로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다. 금융계, 산업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계, 각종 전문직 등 여러 분야에서 취업기회가 많

다. 특히, 경제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의 경

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이해함으로써 자

신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경제학과는 

1947년 정경대학 경제학부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정부, 정당, 대학, 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주요 대기업 

및 금융권과 같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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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배    형

전 공 분 야 미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미시경제학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무역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미시경제학, 고급미시경제학

대 표 논 문

Impact of Labour Unions on the Merger Incentive of Firms

Limited Liability Effect on Product Safety

Collusive price can be lower than equilibrium price if there is search cost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재원조달방안의 효율성 분석

이동통신시장 마케팅전략들의 경제적 효과

이 영 환

전 공 분 야 미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미시경제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미시경제학 정보경제학

대 표 저 서

테이크아웃 경제학

위험의 경제학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

위험의 경제분석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

경제학의 기본원리

경제학강의

이 성 량

전 공 분 야 국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제학

학사학위과정 UC. Berkeley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금융경제학, 화폐금융론

대 표 논 문

인도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

Optimal Growth and Borrowing with Non-convex Technology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수출과 경제성장

세계화는 국가 번영의 길인가 

송 병 호

전 공 분 야 거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거시경제학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hicago 수학 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고급거시경제학 경제수학 수리경제학

대 표 논 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최적 도입시기

Concavity and Differentiability of Value Functions with CRS Return Functions

중간재 무역과 경제성장

내생적 경제성장과 경기변동과의 관계

한국근로자의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 분포에 따른 직업탐색과 노동의 지역적 이동(이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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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낙 년

전 공 분 야 경제사

세부연구분야 경제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경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경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경제사 한국경제사

대 표 저 서

한국의 경제성장 1910∼ 1945

식민지 시기의 공업화 재론

식민지기 공업화의 전개

1950년대 외환정책과 한국경제

대 표 논 문

미국의 투자협정과 노동기준

FTA와 국제투자분쟁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개정과 시사점

김 종 일

전 공 분 야 거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거시경제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Stanford University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경제발전론 경제학강독

대 표 저 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중국의 경쟁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한·중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대 표 논 문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경제의 분석

무역구조로 살펴 본 제품계단과 기술수준

Growth Potential of Korean Economy from Growth Accounting Perspective

안 형 택

전 공 분 야 계량경제학

세부연구분야 계량경제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계량경제학 경제통계학

대 표 저 서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 융합시대의 방송통신규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대 표 논 문

텔레매틱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DTV 전환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비면허 무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정책의 발전방향

송 일 호

전 공 분 야 노동경제학

세부연구분야 노동경제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lorado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exas Tech University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노동경제학 인적자본론

대 표 논 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 제조업 부문의 기술혁신 투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결정요인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노사간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 분석

사회적 자본 구축의 경제적 효과분석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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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 호

전 공 분 야 국제무역학

세부연구분야 국제무역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경제론 경제통합론

대 표 저 서

세계화와 개방정책

한미FTA바로보기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열린경제

대 표 논 문

미국의 투자협정과 노동기준

FTA와 국제투자분쟁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개정과 시사점

이 경 원

전 공 분 야 산업조직론

세부연구분야 산업조직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연구보고서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인수합병시 쟁점사항 검토

인터넷 포털 산업의 특성과 시장획정

P2P 정액요금제 도입의 시장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

바이오 산업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대 표 논 문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Compatibility Competi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강 삼 모

전 공 분 야 화폐금융론

세부연구분야 화폐금융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CLA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거시경제학 국제금융론

대 표 논 문

환율 및 환율변동성이 무역수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 통화통합과 ACU의 역할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수출물가에 대한 환율전가효과

수출국과 수입국 통화의 대미환율변동성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Yen/Dollar Exchange Rate on the Korean Economy

동아시아 주요국의 실질환율 고평가 분석

Fear of Inflation :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민 세 진

전 공 분 야 재정학

세부연구분야 재정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CLA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CLA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정학 금융산업의이해

대 표 저 서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 과제

대 표 논 문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요인의 세대 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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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환

전 공 분 야 거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거시경제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C. San Diego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거시경제학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CO2001 경제수학 3 3 0 기초 학사-1 1학기

ECO2002 경제통계학 3 3 0 기초 학사-2 공통

ECO2003 미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공통 공통(국제통상)

ECO2004 거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영어 공통

ECO2005 고급미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2학기

ECO2006 고급거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2학기

ECO2007 미시경제원론 3 3 0 기초 학사-1 공통

ECO2008 거시경제원론 3 3 0 기초 학사-1 공통

ECO4001 경제발전론 3 3 0 전문 학사-3, 4 영어 2학기

ECO4002 경제사 3 3 0 전문 학사-3, 4 1학기

ECO4004 계량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 4 영어 공통

ECO4005 국제경제론 3 3 0 전문 학사-3, 4 1학기 공통(국제통상)

ECO4006 국제금융론 3 3 0 전문 학사-3, 4 2학기 공통(국제통상)

ECO4007 노동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 4 영어 1학기

ECO4008 법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 4 2학기

ECO4009 산업조직론 3 3 0 전문 학사-3, 4 1학기

ECO4011 인적자본론 3 3 0 전문 학사-3, 4 2학기

ECO4013 재정학 3 3 0 전문 학사-3, 4 영어 1학기

ECO4014 정보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 4 1학기

ECO4016 한국경제사 3 3 0 전문 학사-3, 4 2학기

ECO4017 화폐금융론 3 3 0 전문 학사-3, 4 영어 2학기

ECO4019 경제학강독 3 3 0 전문 학사-3, 4 1학기

ECO4020 금융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 4 영어 1학기

ECO4021 경제통합론 3 3 0 전문 학사-3, 4 2학기

ECO4022 수리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 4 2학기

ECO4023 금융산업의이해 3 3 0 전문 학사-3, 4 영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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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교수 등 
학술연구중심
전문가 양성

(이론)

경제원론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보경제학
노동경제학
인적자본론
계량경제학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수리통계학

언론 기자 및
연구원 등

실용연구중심
전문가 양성

(통합)

경제원론
경제통계학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재정학
경제학강독
경제발전론
한국경제사

재정정책론

저널리즘론

금융 및 무역 등
사업분야

진출 실무중심
전문가 양성

(통합)

경제원론
경제통계학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금융경제학
국제금융론
국제경제론
경제사

경제통합론

국제무역론

전자상거래

복수전공

경제원론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노동경제학
재정학

화폐금융론
산업조직론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재정정책론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제통상학과 INT2001 미시경제학 3

국제통상학과 INT2006 국제무역론 3

국제통상학과 INT4001 국제금융론 3

경영학전공 DBA2004 Financial Management 3

경영학전공 MGT4034 Investments 3

경영학전공 MGT4035 Futures and Options 3

회계학전공 DBA2007 Financial Accounting 3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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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CO2001 경제수학 Mathematics for Economists

수학적 방법을 원용하는 현대경제학의 조류에 따라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필요한 선형대수, 미적
분, 최적화 이론 등을 강의하여 경제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ECO2002 경제통계학 Economic  Statistics

계량경제학과 불확실성 및 정보경제학을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통계학을 강의한다.

ECO2003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각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와 기업의 행태를 최적화의 개념 아래서 고찰하고 다양한 시장조직하에서 어떻게 
시장균형이 성립하게 되는가를 논의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작용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개념과 
분석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ECO2004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국민소득 결정론, 물가론, 고용이론, 이자율 결정론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운영
체제를 고찰하며,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강의한다.

ECO2005 고급미시경제학 Advanced Microeconomics

이 강좌는 미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응용하여 미시경제학의 주요 
토픽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미시경제학의 최근 이론적 발전을 소개한다.

ECO2006 고급거시경제학 Advanced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 투자, 화폐수요, 국제금융 등의 거시경제학의 개별주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ECO2007 미시경제원론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1학년 전공 교과목으로서 기초적 수준의 소비자 및 생산자이론과 시장이론을 학습한다.

ECO2008 거시경제원론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1학년 전공 교과목으로서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이해하고 기초적 수준의 거시경제이론을 학습한다.

ECO4001 경제발전론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선진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역사적,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술혁신을 비롯한 경제발전의 제 요인을 
다양하게 논의한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후진국 경제발전의 제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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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4002 경제사 Economic Histor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영위한 경제생활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경제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가를 이해시킨다. 강의는 서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시대별로 경제제도와 경제발전과의 관련, 나아가 경제제도 자체의 변천과정 및 그것을 규정한 요인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ECO4004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계량경제학은 통계학적,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자료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경제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및 
사회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선형회귀분석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게 하고 실제 경제자료
를 분석하는 기본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ECO4005 국제경제론 Theory of International Economics

재화 용역 및 생산요소의 국가간 무역 또는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방향 및 규모, 교역되는 상품과 
요소의 가격결정체계, 관세와 비관세 정책, 그리고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ECO4006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외환시장과 국제신용시장, 특히 금융선물의 구조와 자금의 거래체계 및 환율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국제재무관리 기법을 터득하고, 환율과  국제수지, 그리고 통화와 산출, 고용 및 인플레이션간의 
인과관계를 강의한다.

ECO4007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미시경제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으로 임금 및 노동시장의 구조, 노사관계 등을 다루고 또한 실증적
으로 노동의 수급과 관련된 제 문제를 실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해를 높인다.

ECO4008 법경제학 Economics of Law

법 또는 제도와 사회 및 경제와의 관계를 조명한 후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의 
역할을 규명하는 코즈의 정리를 소개한다. 또한, 민법(재산권법률, 계약법, 불법행위법)과 형법의 경제학
적 분석을 통하여 재산권 충돌시의 재산권 보호원칙, 계약위반시의 구제방법,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수준의 유도방법, 범죄억제정책 등을 다룬다.

ECO4009 산업조직론 Organizaitonal Behavior in Industry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독과점 구조하에서 경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장구조, 기업행
동, 시장성간에 인과관계를 점증적 입증을 통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연구한다. 특히, 기업의 성과가 국제경
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ECO4011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투자선택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이동이나 보건경제학, 교육투자의 수익률 분석, 소득의 인적 분배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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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4013 재정학 Public Finance

국가재정은 국민경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제도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살핀다. 특히 시장기구의 창달을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할 공공재의 공급방법과 공급주체의 행동원리, 외부효과와 정보실패 및 불완비시장의 문제, 그리고 재정수
입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세, 소비세 및 재산세 등 주요세목을 과세표준과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ECO4014 정보경제학 Economics of Information

불확실한 경제여건하에서 경제주체들은 끊임없이 보다 많은 정보를 추구한다. 여기서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정보의 내용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은 개인의 후생수준과 사회의 후생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정보경제학은 
정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시장 균형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CO4016 한국경제사 History of Korean Economy

조선후기부터 개항과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 후 고도성장에 이르는 근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제도변화와 
경제발전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근대 이후 한국경제가 안고 있었던 역사적 과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한다.

ECO4017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금융수단 및 금융중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을 고찰하고 화폐수요와 공급, 이자율체계와 관한 기본개념과 
이론을 고찰하고 나아가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및 학파별 경제안정화정책을 금융이론과 연관적으로 연구한다.

ECO4019 경제학강독 Reading Economics

경제학 고전을 비롯한 경제학 관련 주요 저작을 읽고 토론함으로서 경제학의 주요한 논점이 어떻게 전개되
는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한다. 강의는 강독과 토론을 주로 하고 주요 논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글이나 말로서 피력하게 함으로서 의사개진 능력을 배양한다.

ECO4020 금융경제학 Financial Economics

기존의 미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이해와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가격결정이론 등을 강의한다. 본 강의의 주요내용은 금융시장의 분류,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이론, 금융시장의 실증분석 등이다.

ECO4021 경제통합론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다자주의, 지역주의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상품, 서비스, 자본시장의 통합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경제통
합의 제도적 측면을 고찰한다. 경제통합의 주요 주체로서 다국적기업의 외국인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ECO4022 수리경제학 Mathematical Economics

3,4학년 전공 교과목으로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기타 경제학 전반에 걸친 주요 이론을 엄밀한 수학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제학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과목이다.

ECO4023 금융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Financial Industries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금융산업-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에 대해 화폐금융론
과 같은 거시경제학적 관점이 아닌 기업이론이나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각 산업별 금융회사들
의 운영원리와 수익구조, 위험 등과 산업 내 경쟁환경 및 규제여건 등을 학습한다. 특히 금융회사 취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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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국제통상학은 국제경제·국제경영·국제상무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상, 통상법규, 전자상거래, 

비지니스외국어 등 인접분야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통상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

와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으로써 복합적·융합적 

학문체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문체계를 

바탕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다차원의 지식기

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글

로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통상관련 전공 전문지식

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통상전문인력의 양

성”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이와같은 교육목표의 달

성을 위하여 학제적 학문으로써의 학문적 특성을 살

려 전공체제를 국제통상·지역연구영역, 국제무역·
금융영역, 국제비지니스·무역실무영역으로 세분화

하고,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둔다. 

첫째, 국제통상·해외지역연구의 교육을 통해서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

는 국제통상 및 해외지역 경제와 통상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통상·해외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국제경제교류 전반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

적으로 이해시키고 국제무역 및 금융의 제 현

상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습득케 함으

로써 이론적 분석능력을 갖춘 국제통상·해외

지역 전문가 및 국제비즈니스·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셋째, 국제비지니스·무역에 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뛰어난 국제 비지니스와 합리적인 무역업무 

처리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국제사회가 요구

하는 국제비지니스·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통상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인 상품무역 분야만이 아니라 금융, 유통,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 외 국제투자와 현지진출 등의 분야에서

도 통상전문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IT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무역 등의 증대로 국제통상학 

분야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졸업 후 진로

국제통상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졸업 후의 진로가 매

우 넓고 다양하다. 세계화와 국제 거래의 주역인 국제

통상전문가, 국제금융딜러,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대학교수, 신문・방송기자, 관세사 등 전문직으

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각종 

고시를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고 국내외 기업

에 취직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되어 있다.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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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상･해외지역전문가 

- 민간기업과 정부의 통상정책 및 통상법규관련 업

무 담당

- 해외지역시장 정보, 정치, 경제, 상관습 관련  업

무 담당

2. 국제비지니스･무역전문인

- 무역회사의 사이버무역 담당

- 기업의 국제경영 담당

- 증권 및 금융의 국제금융 및 외환딜러 담당

- 관세사, 국제무역사 등 무역관련 전문직

1) 국제통상 및 해외지역전문가

  - 민간기업과 정부의 통상정책 및 통상법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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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20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국제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시장가격원리
를 고찰하고 시장균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강의한다.

INT2002 전자상거래입문 Introduction to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초 개념과 용어정리, 거래과정, 기업의 활용 이익 및 어려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
지는 디지털경제, 디지털 상품과의 관련한 여러 문제, 국제적 논의 및 여러 경제적인 측면, 이러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환경,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문제들, 전자상거래에 의한 국제비즈니스, 그리고 전자
상거래과정에 관련된 활동으로 공급사슬관리를 살펴본다. 

INT2003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국민소득 결정론, 물가론, 고용 이론, 이자율 결정론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운영체제를 고찰하며,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강의한다.

INT2004 국제무역실무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방식과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수출을 위한 자사 계획과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배우면서 실제 수출입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INT2005 국제통상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국가간 경제관계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GATT와 WTO의 기능 및 규범,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EU 등의 통상기구, 제도와 관계법규를 고찰한다.

INT2006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국제무역의 기본이론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국제무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에 관한 문제 등을 강의함으로써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 
원리를 이해시킨다.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제학과 ECO2004 미시경제학

경제학과 ECO4006 국제금융론

경제학과 ECO2003 거시경제학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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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2007 국제경영입문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입문은 국제경영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관련 교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는 
지식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두어진다. 이와 함께 국제기업의 활동과 전략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INT4001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장·단기 자본이동의 문제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제기업이 
당면하는 금융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INT4002 해외투자의 이론과 실제 Theory of Foreign Investment and  Practices

해외지역에 대한 실물투자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은 물론 해외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의 이론과 기법을 
익혀 현지 적응능력을 기른다.

INT4004 인터넷무역 Internet Trade

국내외 인터넷 수출관련 동향, 인터넷 활용 수출과정, 인터넷 활용사례와 성공요인, 인터넷 수출확대 
방안, 인터넷상에서 판매촉진전략, 무역거래알선사이트 활용, 검색엔진을 이용한 Buyer검색, EDI를 이용
한 수출과정을 배워서 Cyber 무역시대를 대비해서 무역업무 능력을 증대시킨다. 

INT4006 한국경제와 통상 Korean Economy & Trade

한국경제의 대외지향적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무역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21세게 국내외경제 환경변
화와 관련한 통상정책의 방향과 한국경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INT4007 무역영어 Business English

무역서한의 형식, 작성원리, 수출입거래 시 상호 교환되는 무역통신문 등을 연구하되 특히 거래제의 서한, 
신용조회, 오퍼, 신용장, 선적통지, 클레임별로 나누어 작성요령을 강의한다.

INT4008 국제운송과 물류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그 대상과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물류관리의 최신이론과 사례 등을 폭넓게 강의한다. 

INT4009 국제무역과 마케팅 International Trade & Marketing  

국제상거래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마케팅활동을 함으로써 수출촉진과 효율적 마케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INT4010 환경ㆍ경제와 통상 Environments, Economy and International Commerce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천연 및 환경자원의 최적배분에 관한 제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고, 비시장성 재화의 
가치평가기법 및 환경과 통상의 제 문제를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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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4011 비교문화와 경영 Cross-Cultural Management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각 국의 기업환 경하에서 효율적인 다국적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계의 경영문화환경에 대해 개관하고, 각 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적응 
및 기업의 경영관리기법에 대해 다국적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INT4012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기업 또는 정부의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협상의 이론과 원칙 있는 협상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국제협
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협상능력을 기른다.

INT4013 무역정책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본 강의는 일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성격, 정책수단과 경제적 효과, 주요국의 무역정책, 세계무역체제로서 WTO와
WTO통상규범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제 무역의 규범적 측면의 지식과 소양을 배양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

INT4014 국제무역보험 Marine Insurance and Exporting Insurance

해상보험의 기초개념과 역사배경, 해상보험의 종류, 담보위험과 특수위험, 보상조건, 보험실무 등 해상보
험증권 및 해상법과 수출보험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INT4015 외환선물거래
The Theory of Foreign Exchange &
Financial Futures Trade

외국환시장에서 현물과 선물가격 등의 기초개념을 비롯하여 외국환시장의 기능과 현물 및 선물거래의 
실무적 기법을 강의한다. 

INT4022 무역통계분석 Analysis of Trade Statistics

통상학전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학습과 현장실무 응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과 관련된 데이타 및 통계를 대상으로 자료 및 통계의 종류, 기본정의, 산출 
및 수집 방법, 기술통계 및 추론통계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을 학습함.

INT4023 통상규범론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ases

세계 무역·통상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기구라고 볼 수 있는 WTO법규의 이해와 사례 분석, 관련 국제기구인 
OECD, UNCTAD 등의 규범 등을 살펴보고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통상 관련 규범, 
사례 등을 공부함으로써 국제 무역과 통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함.

INT4024 국제지역경제론 World Regional Economy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의 추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국가들의 경제상황, 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고찰함.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을 공부하고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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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사회학은 집단과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연구하

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은 인간 행위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인식한다. 사회학적인 사고는 일상적으로 친숙

한 현상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사회학

적 방법은 새롭게 인식된 인간행위와 사회현상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탐구

한다. 사회학의 탐구 대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

고 있는 주변의 삶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이론, 방법론, 연구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학생들이 사회학의 기초지식

을 습득하고 그 중요성과 응용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

신의 세부전공영역을 선택하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사회학은 

기초학문지향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과학 자체가 사회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분석

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에 ‘응용분

야’에 속한다.

1. 교육목표의 총괄 사항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인간과 사회를 과학

적으로 탐구한다. 본 사회학과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문제를 분석할 때 사회학은 학문

적인 정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성을 강조하

고 있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론과 사회

학 이론의 훈련을 받으며, 이런 훈련을 통해 학생들

은 사회학적 상상력과 통찰력으로 사회현상을 이해

하고 분석하며, 분석의 결과를 글과 말로 조리있게 

표현한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 사회를 다양

한 각도에서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2)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 분류, 분석할 수 

있으며 (3)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4) 국

제적인 안목과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1) 기획과 조사분석 능력 : 

   정계, 신문 및 방송사, 조사기관, 광고, 출판문화

업계 등에서 뛰어난 시각과 조직력, 그리고 탁월

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획, 조사, 분석 연구를 

담당할 능력.

2) 정확한 정책개발 능력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 여성, 청소년, 가

족, 인구,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

고 그 효과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

3)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

국제화, 전문화, 정보화, 고령화, 다문화화 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선택할 수 있

는 대안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Sociology



271

05

수 있는 능력.

3.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사항

1) 종합적 현실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학 이론 

비판사회학, 사회학의역사, 마르크스·베버·뒤르

켐, 현대사회학이론, 사회변동론 등.

사회학은 발생 자체가 인간사회의 복잡한 현실과 

변동을 이해하고 위기상황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

한 안목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끊임없이 변화하

는 현실 속에서 항상 새로운 대답을 마련하여 오

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사회학 이론

들은 과거, 현재, 미래 사회의 변화방향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2) 과제의 정확한 인식 

한국사회론, 정치사회학, 문화사회학, 산업노동

사회학, 직업사회학, 계급과 불평등, 종교사회학, 

특수사회학, 다문화사회실습 등.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이후에 요구되는 것

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나 영역에 대한 정

확하고 체계적인 인식의 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틀이 마련되지 못하면 그에 대한 과학

적이고 치밀한 분석 또한 불가능하다. 위에 예시

한 여러 사회학 전공 선택 과목들의 연구를 통하

여 학생들은 해당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세련된 

인식틀을 갖추게 된다.

3)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사회학의이해,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사회조사실습, 영상사회학 등.

사회학적 질문들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세련된 인식틀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지침에 근거한 체계적 

자료수집과 과학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사회학에

서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다양한 자료수집과 분

석방법은 체계적인 연구와 엄밀한 분석을 가능하

게 할 뿐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과 수행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다.

4)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한국사회론, 인구와가족, 사회정책, 고령화사

회론 등.

사회당면과제의 정확한 인식은 그 해결책의 제시

로 이어져야 한다. 위의 과목들은 사회를 구성하

는 여러 주체들이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5) 미래 예측과 대응

정보사회의이해, 사회변동론, 비교사회학, 고령

화사회론, 다문화사회실습 등.

사회학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

측하는 성격을 지닌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급속

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와 고령화현상을 역

사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사회변동론과 다양한 

국가와 지역 간 비교연구를 강조하는 비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추이를 전망할 능력을 마

련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사회학은 급변하는 사회와 이 과정에서 제기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

하는 주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사회의 급속

한 진전에 따라 정보사회의 성격, 변동요인,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정보사회학,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야기된 고

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년사회학,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찾아온 환경문

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전 지구적 노력들을 

탐색하는 환경사회학 등이 대표적인 분야들이다.

 이외에도 여성, NGO, 시민사회, 여가와 관광 등이 

사회학의 새로운 연구주제들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해가고 있다. 또한 전통사회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

론 틀에 위와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의 신생이론까지 

접목시켜 미시·거시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종합이

론을 도출해내고 한국적 자생이론을 수립하려는 노

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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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사회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첫째 사회에 대한 총

체적 인식과 종합적 현실파악을 가능케 하며, 둘째 

비판적인 문제 설정과 과제의 정확한 인식과 분석 

틀을 제공하며, 셋째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한 역량을 기르고, 넷째 따라서 미래에 대

한 예측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대상, 폭넓은 방법론과 시각을 익힌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사회진출 영역 또한 다양하다.

1.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사무관련직

2. 신문·방송 등의 언론 기관 : 기사와 프로그램의 

기획과 작성

3. 학교·연구기관 : 전문연구직

4.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전문가 : 사회조사분석사 

(노동부 국가자격제도)

5. 노동전문가 : 직업상담, 노사문제의 실무 담당

6. 지역사회 전문가 : 지역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공공정책 입안 및 시행

7. 범죄전문가 : 범죄와 일탈문제에 대한 분석에 따

른 방범정책 입안 및 시행

8. 시민운동전문가 : 시민단체(NGO)의 운영과 정책

방안 기획 (환경, 여성 문제 포함)

 교수소개

조    은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사회계층, 성과 가족, 문화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 석사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화사회학 계급과불평등 영상사회학 특수사회학

대 표 저 서

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조은 외 1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성 해방과 성 정치(조은 외 2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조은 외 6인). 선인

대 표 논 문

2005. “The Encroachment of Globalization into Intimate Life”. Korea JournalVol.45 No.3 Autumn.

2006.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71호. pp.72-101, 한국산업사회학회.

2010. “젠더불평등 또는 젠더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권 1호, pp.69-95, 한국여성학회.

양 영 진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사회학사, 사회학이론, 종교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사회학의역사 마르크스베버뒤르켐 현대사회학이론 종교사회학

대 표 저 서

1986. Durkheim and Weber: Two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and Society?

1992. 막스베버의 사회주의론. 국민경제교육연구소(경제해설총서 제20권).

1995. 막스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민음사. 대우학술총서.

대 표 논 문

1993. “뒤르켐의 종교의식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학제26집(겨울).

1996. “서구 사회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몇 가지 시작”. 사회과학연구 제2집.

2001.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학: 분업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35집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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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김 정 석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노년사회학, 사회조사론, 사회통계분석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사회학의이해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사회조사실습

대 표 저 서 2004. Kim, Doo-Sub and Cheong-Seok Kim (eds) The Population of Korea. KNSO.

대 표 논 문

2007. “고령화의 주요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667-690.
2008.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of the Elderly in Korea". Korea Journal 48(4): 35-59
2008.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Korean Men to Women form Four Asian Countries"Population and Society. 4(1): 67-90.
2009. "필리핀신부의 결혼관과 국제결혼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32(2): 1-27.

조 동 기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정보사회학, 직업사회학, 양적방법론, 다문화주의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owa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보사회의이해 비판사회학 직업사회학 다문화사회실습

대 표 저 서

2002. 사이버공간과 공동체(조동기 역), 나남.

2007. 정보사회이론(조동기 역), 나남.

2008. 기로에 선 중산층(한국사회학회 공저), 인간사랑.

대 표 논 문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2009.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사회인구학적 상관요인에 대한 공간분석.

2009. 사회적 신호이론과 사이버공간의 가버넌스.

김 형 용

전 공 분 야 사회복지학

세부연구분야 복지사회학, 지역사회복지, 비영리조직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Georgia 비영리조직 전공 사회복지학 박사

담 당 과 목 사회복지의이해 사회정책

대 표 저 서
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 표 논 문

2009. “근린사회 빈곤과 배제: 신뢰는 중요한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권.

2010. “Social Stratification and Personal Networks: Bonding, Bridging, and Linking Networks in the U.S“.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3권.

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관한 고찰: 사회자본 효과에 대한 해석”, 한국사회학, 44집.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OC2001 사회학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1

SOC2003 사회과학방법론 3 3 기초 학사1-2년 1

SOC2004 정치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1

SOC2005 인구와가족 3 3 기초 학사1-2년 1

SOC2006 비판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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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OC2007 사회학의역사 3 3 기초 학사1-2년 2 선택필수

SOC2008 사회조사방법 3 1 2 기초 학사1-2년 2 선택필수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2

SOC2010 한국사회론 3 3 기초 학사1-2년 2

SOC2011 정보사회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2

SOC4001 마르크스･베버･뒤르켐 3 3 전문 학사3-4년 1

SOC4002 계급과불평등 3 3 전문 학사3-4년 1 선택필수

SOC4003 사회통계 3 1 2 전문 학사3-4년 1 선택필수

SOC4004 사회변동론 3 3 전문 학사3-4년 1

SOC4005 비교사회학 3 3 전문 학사3-4년 2

SOC4006 산업노동사회학 3 3 전문 학사3-4년 2

SOC4007 사회정책 3 1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SOC4008 현대사회학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선택필수

SOC4009 직업사회학 3 1 2 전문 학사3-4년 1

SOC4010 영상사회학 3 1 2 전문 학사3-4년 1

SOC4011 사회조사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2 선택필수

SOC4012 종교사회학 3 3 전문 학사3-4년 2

SOC4013 고령화사회론 3 1 2 전문 학사3-4년 2

SOC4014 특수사회학 3 1 2 전문 학사3-4년 2

SOC4015 다문화사회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문화사회학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영상사회학

다문화사회실습

인구와가족
한국사회론
비교사회학
종교사회학

고령화사회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인구와가족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고령화사회론

한국사회론
비판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사회정책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한국사회론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사회정책

정치사회학
인구와가족

마르크스ㆍ베버ㆍ뒤르켐
고령화사회론

시민사회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정치사회학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다문화사회실습

정보사회의이해
비판사회학
종교사회학

마르크스ㆍ베버ㆍ뒤르켐

정보사회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정보사회의이해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직업사회학

비판사회학
문화사회학
비교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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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사회조사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비판사회학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사회조사실습

정보사회의이해
정치사회학
비교사회학
특수사회학

복수전공트랙 * 복수전공자들은 위 트랙 중 1가지 트랙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신문방송학전공 COS4028 미디어심리학 3

정치외교학전공 POL4011 한국정치론 3

정치외교학전공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3

법학과 LAW4047 법사회학 3

북한학전공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3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SOC2001 사회학의이해 Sociological Inquiry

본 과목은 사회학 전공자들을 위한 사회학 강좌이다. 친숙한 현상들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사회학적 관점의 
핵심을 이해함으로써, 인간행위와 상호작용, 문화와 집단, 불평등과 차별, 사회구조와 제도, 사회변동 
등의 쟁점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의 배양을 추구한다.

SOC2003 사회과학방법론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인간은 다양하고 인간들이 모여 구성하는 사회도 다양하다. 또한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 만들어내
는 역사와 역사의 해석방법도 다양하다. 인간과 사회의 역사·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라 
할 때, 사회과학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방대한 주제에 접근해 가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고전과 현대의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다.

SOC2004 정치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21세기를 맞아 안으로는 민족통일의 문제가, 밖으로는 소수 민족문제가 첨예한 사회학적 쟁점으로 등장하
고 있다. 민족, 민족주의, 민족국가의 문제와 함께 기존의 정치사회학의 관심사인 정치제도와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한다.



276

SOC2005 인구와가족 Population and Family

인간사회의 기초는 인간이며 이들 인간이 모여 인구를 구성한다. 따라서 인구의 양과 질에 대한 이해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 즉 인구의 재생산
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장치가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최근 인구와 가족(예를 
들어, 저출산과 이혼증가)에서 심대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인구와 가족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과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SOC2006 비판사회학 Critical Sociology

이 과목은 사회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시도한다. 
계급불평등, 국가, 도시와 일상생활, 가족과 성, 세계화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을 사회학적 시각으
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문화적인 비교를 통해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구체적인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용해 보는 과목이다.

SOC2007 사회학의역사 History of Sociology

사회학의 학문적 정립과 발전과정을 논의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의 대표적인 고전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요 저술과 이론, 그들 간의 공통관심사와 쟁점 등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현재의 학문적 위치를 조명해 본다.

SOC2008 사회조사방법 Survey Research Methodology

사회조사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을 함양하고 사회조사를 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이는 연구질문, 가설설정, 표본추출, 측정도구작성 등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고려사항
을 이해한다. 또한 기존의 논문들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사회조사를 이용한 논문의 글쓰기 기초를 배운다.

SOC2009 문화사회학 Sociology of Cultural Studies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사회와 문화의 관계를 조명한다. 문화를 단지 의미의 
상징에 국한하지 않고 기록된 문화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투쟁의 장’으로서 문화를 접근한다. 지식, 종교, 과학, 예술, 미디어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조직, 
계층 등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분석을 시도한다. 

SOC2010 한국사회론 Sociological Study on Korean Society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란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접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역사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여 우리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현상들의 탐구에 주력한다.

SOC2011 정보사회의이해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ociety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 개인,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정보사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자아와 정체성, 신뢰와 사회적 
관계,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이버문화, 일과 고용, 정보격차, 정보통제와 전자감시 등의 문제를 탐구한다.

SOC4001 마르크스ㆍ베버ㆍ뒤르켐 Classical Sociological Theories

현대사회학이론의 형성,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삼대(三大) 고전사회학자-마르크스
와 베버 그리고 뒤르켐-의 주요한 사회학적 사상을 엄밀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고전 저작들의 
현실적합성과 유용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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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4002 계급과불평등 Class and Stratification

불평등의 구조화와 계급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과 관점을 논의하고 불평등구조의 원인, 결과, 유지의 기제와 
한국사회 계급, 계층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SOC4003 사회통계 Social Statistics

사회적 사실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 사회통계는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사회학에서 다루는 모든 통계자료
의 처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실습한다.

SOC4004 사회변동론 Social Change

사회변동의 원인과 방향을 고전 사회학이론과 현대사회학적 접근들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회변동의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것들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SOC4005 비교사회학 Comparative Studies in Sociology

오늘날 ‘전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컬어지는 사회변동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회들을 미시
적 수준이 아닌 거시적 수준에서, 변수위주가 아닌 사례위주로 비교해 보면서 사회학적 시야와 통찰력을 
넓히는데 주력한다.

SOC4006 산업노동사회학 Sociology of Labor and Industries

한국사회의 산업과 노동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노동문
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사관계와 관련 사회제도의 형성과
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산업 혹은 기업수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과 노동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SOC4007 사회정책 Social Policy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은 지대하다. 사회정책은 기업, 조직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포괄한다. 본 강좌는 사회정책의 사상적 기원과 실질적 배경, 발달과정, 
현황과 추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복지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복지를 둘러싼 논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SOC4008 현대사회학이론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기능론, 갈등론, 교환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 주요한 현대사회학 이론들을 각 학파와 쟁점별로 연구함으
로써, 사회의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틀을 이해한다.

SOC4009 직업사회학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현대사회에서의 일과 직업의 세계와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사회 및 세계경제에서 변화되고 있는 
일과 직업의 본질, 노동시장의 특성과 변화 요인, 일과 직업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결과 및 그 요인, 
직업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등을 분석하며, 일과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차원과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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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4010 영상사회학 Visual Sociology

이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영상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분석이 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영상자료를 통해 한국사회를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것이다.  
문자대신 영상물로 사회현상을 기록하고 문제화하는 법을 배우며 사회적 쟁점의 영상화와 사회적 쟁점이 
된 영상물의 분석과 논의에 역점을 둔다.

SOC4011 사회조사실습 Practice in Survey Research

한국사회의 구체적 이슈들을 선정하여 연구설계에서 자료수집과 분석까지 실제적인 연구경험을 쌓는다. 
1) 기존의 사회학적 접근들을 사용하여 이론적 가설들을 도출하고, 2)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적, 
질적 방법들을 사용하여 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학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SOC4012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종교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구조와 변동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주요 주제들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의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SOC4013 고령화사회론 Sociology of Aging

개인들의 노령화과정은 보편적이나 인구집단의 고령화현상은 인류역사상 최근의 일이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인구고령화의 원인, 전개과정, 향후 추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개인들의 노령화과정이 
주어진 사회환경 속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전개되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SOC4014 특수사회학 Special Topics in Sociology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사회학내의 세부전공 분류표에 의하면 약 40~50가지의 분야로 나뉜다. 그 중 우리 
학과가 전공 선택과목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강좌수는 20여개 정도이다. 이 과목에서는 나머지 20~30
가지의 세부전공들(예컨대 법, 경제, 환경, 의료, 군대, 예술, 지식, 여가, 지역, 과학기술, 범죄사회학 
등을 들 수 있다) 중 개설당시의 시대적 학문경향, 학생들의 요구, 이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전임교수 
또는 시간강사의 담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마다 바뀌는 다양한 전공강의를 제공하여 본 학과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최대화한다.

SOC4015 다문화사회실습 Field Research for Multicultural Studies

이 과목은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쟁점과 문제를 경험적 사례 분석과 현장참여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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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신문방송학은 언론학 및 사회과학 전반의 폭넓은 기

초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하여 신문방송,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직업부문에 대응할 전문 인력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언론매체와 정보 통신수단

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서 신문방

송 전문 인력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언론수용자를 

양성하며 나아가 전공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장래의 한국 

언론, 미디어산업,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 

인재를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신문방송학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은 학문발전을 훨

씬 앞지르고 있다. 신문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CTS

제작방법과 전자 신문 체제를 도입하고, 방송은 유

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을 이용하는 다매체, 다채널시

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VOD나 인터넷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보급은 현대사회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다. 사회와 관련 산업계의 신문방송

학 전공 졸업생들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으며 

신문방송학 전공 학생들의 예상 진로도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신문기자 방송국 PD 출판편집자 

등 종래의 매스컴 분야 뿐 아니라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 광고홍보 대행사, 이벤트사 등 정보산업·문화

산업의 전문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전공

은 전통적인 신문방송학의 이론들을 교육하는 한편

으로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의 제작기술이나 수용

형태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고자한다.

 졸업 후 진로

1. 기초능력 : 언론계 및 정보·문화 산업계 진출 희망

자 공통

  1) 사회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2) 읽기와 쓰기 : 여러 매체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

  3) 해당과목 : 학부공통과목, 신문방송학전공의 

개론과목 및 매스컴문장연습

2. 언론계 진출 희망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소양

  1) 취재보도능력

<해당과목 : 취재보도 관련 전공과목>

  2) 사회･언론현상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해당과목 : 커뮤니케이션이론, 정치커뮤니케

이션 등>  

  3) 신문 방송 출판의 편집, 편성, 제작의 실무능력

<해당과목 : 신문보도편집론, 방송제작입문 등>

3. 정보･문화산업 진출 희망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소양

  1) 정보사회 및 기술일반에 대한 이해<해당과목 

사회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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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매스컴연구방법론, 매

스컴사회통계학등> 

  2)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실무능력 <해당과목 

: 포토저널리즘 등>

 교수소개

장 하 용

전 공 분 야 언론학, 조직커뮤니케이션

세부연구분야 언론학, 조직커뮤니케이션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전공) 사회교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New York 주립대학(교) 언론학과(전공) 언론학 박사

담 당 과 목 인간커뮤니케이션 조직커뮤니케이션 신문보도편집론 저널리즘론

대 표 저 서 언론윤리 : 이론과 실제(장하용 역)

대 표 논 문
한국 언론인의 사회적 자본으로 외부 연결망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영향요인과 구조적 등위성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와 비평의 구조 : 신문보도의 비평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김 무 곤

전 공 분 야 정치커뮤니케이션, 미디어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정치커뮤니케이션, 미디어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경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경대학(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PR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전략론

대 표 저 서
미디어 정치와 민주주의

NQ로 살아라

대 표 논 문

정치광고의 유형과 효과에 관한 연구

공격적 정치광고가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치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케이블 TV의 역할과 가능성

이 호 규

전 공 분 야 뉴미디어 정보통신

세부연구분야 뉴미디어 정보통신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 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Indiana(Bloomington)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학박사

담 당 과 목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사 뉴미디어와정보사회 문화와커뮤니케이션

대 표 저 서 테크놀로지와 낭만주의

대 표 논 문

통신과 방송 융합 현상에 대한 규제 제도 비교 연구 

자크 에륄의 테크닉과 그의 커뮤니케이션 관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김 관 규

전 공 분 야 영상 및 인터넷커뮤니케이션

세부연구분야 영상 및 인터넷커뮤니케이션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 학사

석사학위과정 게이오대학(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게이오대학(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매스컴연구방법 방송제작입문 방송학 개론 매스컴사회통계학

대 표 논 문

국내 데이터방송서비스 산업현황 분석 및 법적･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다 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 전파에 관한 연구

대학생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투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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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재 원

전 공 분 야 방송학 이론 및 실습

세부연구분야 방송학 이론 및 실습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Michigan 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전공)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

박사학위과정 Florida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전공) Mass Communication Ph.D

담 당 과 목 미디어산업론 방송학개론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시사영어

대 표 논 문

통신사업자들의 방송 시장으로의 진입 사례 연구

대학생들의 동영상 UCC 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융합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정 용 국

전 공 분 야 매스커뮤니케이션효과론

세부연구분야 매스커뮤니케이션효과론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Iowa State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전공)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Indiana(Bloomington)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Mass Communication Ph.D

담 당 과 목 매스컴이론 미디어심리학 신문방송학입문

대 표 논 문

텔레비전 뉴스의 형식적 특성이 시청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 : 뉴스 길이와 티커의 영향

시청자의 개인적 특성이 양방향 광고의 평가, 태도,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캐릭터의 특성 및 동일화 갈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황 하 성

전 공 분 야 방송 및 뉴미디어

세부연구분야 방송 및 뉴미디어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Indiana대학(교)
가정관리학과(전공)
Radio, TV & Film 

Mass Communication학사

석사학위과정 Temple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방송, 텔레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석사

박사학위과정 Temple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언론학박사

담 당 과 목 휴먼ㆍ컴퓨터인터액션 매스컴이론 방송학연습

대 표 논 문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송제작자들의 디지털포비아(Digitalphobi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OS2001 신문방송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COS2014 커뮤니케이션이론 3 3 기초 학사1년 2

COS2004 저널리즘론 3 3 기초 학사2년 1

COS2005 방송학개론 3 3 기초 학사2년 2

COS2007 매스컴문장연습 3 2 2 기초 학사2년 1

COS2008 커뮤니케이션사 3 3 기초 학사2년 1

COS2009 매스컴이론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COS2011 뉴미디어와정보사회 3 3 기초 학사2년 2

COS2012 신문보도편집론 3 3 기초 학사2년 2

COS2013 방송제작입문 3 2 2 기초 학사2년 1

COS4002 인간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03 매스컴연구방법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05 P.R론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37 포토저널리즘 3 2 2 전문 학사3,4년 1

COS4013 방송학연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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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OS4015 정치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18 미디어산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20 문화와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24 설득과캠페인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OS4034 조직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28 미디어심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OS4033 매스컴사회통계학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35 스피치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36 커뮤니케이션전략론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39 고급기사작성연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COS4038 휴먼·컴퓨터인터액션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40 미디어시사영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언론사 진출
(기자프로듀서)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이론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매스컴문장연습
신문보도편집론
방송제작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방송학연습

인간커뮤니케이션

촬영조명실기 
편집실기
제작기획론
영화연출실기
영화제작실기

일반기업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이론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PR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설득과 캠페인

조직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전략론

미디어심리학

광고전략입문
크리에이티브입문

광고심리학
광고기획
홍보전략론
카피라이팅

광고캠페인사례
광고효과분석

정보문화산업 관리직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이론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매스컴이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매스컴사회통계학
포토저널리즘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

정보사회의 이해
사회통계 문화사회학

경제사회학
영상사회학
사회변동론

산업조직사회학
사회정책론

복수전공자

방송학개론
매스컴이론
저널리즘론

신문방송학입문
스피치커뮤니케이션

PR론
미디어산업론

매스컴연구방법론
조직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
특수미디어론

광고전략입문
광고캠페인사례
사회정책론
제작실기론
카피라이팅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회학과 SOC2003 사회과학방법론 3

사회학과 SOC4003 사회통계 3

광고홍보학과 ADV4011 광고효과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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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2014 커뮤니케이션이론 Communication Theory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경험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전통에서 개발된 이론들의 생성 배경과 이론적 틀, 주요 개념들을 논의하고, 이들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COS2007 매스컴문장연습 News Writing and Reporting

언론계 업무의 필수적인 요소인 보도 문장의 작성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정확하고 충실한 신문 
및 방송 기사를 실제로 작성해 보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글쓰기의 연습과 
보도 기사형 단어, 구문 등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COS2013 방송제작입문 Radio Programming & Production

방송제작과 관련된 기본 테크닉을 연습한다. 멘트적기, 장비 조작, 연출, 인터뷰, 아나운싱 등을 연습한다. 이 
강의에서는 방송 제작을 중심으로 실습을 한다. 광고제작,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실습을 한다.

COS4037 포토저널리즘 Photo Journalism

보도사진의 기초이론과 실무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보도사진은 
저널리즘의 하부분야가 아니라 독립적인 직업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건, 환경, 시사 등의 각 분야별
로 전문적인 보도사진가의 양성을 위한 과목이다

COS4020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Studies on Mass Culture and Communication

문화이론 및 문화연구의 시점에서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고찰하며, 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을 
습득한다. 특히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이와 함께 민족문화권의 
형성, 이질적 문화의 교류, 문화 변동 등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각 단위에서 일어나는 마찰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COS4013 방송학 연습 Broadcasting Workshop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평가와 수용 방식을 학습하며, 필요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실습을 병행한다.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광고홍보학과 ADV4015 PR캠페인사례연구 3

광고홍보학과 ADV4003 홍보전략론 3

광고홍보학과 ADV4004 홍보제작론 3

광고홍보학과 ADV4010 광고캠페인사례 3

광고홍보학과 ADV2004 프로모션개론 3

영화영상학과 FIL4007 제작기획실습 3

영화영상학과 FIL2005 비디오제작기초 3

￭최대 인정 학점 : ( 30 ) 학점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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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4038 휴먼ㆍ컴퓨터 인터액션 Human-Computer Interaction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HCI(Human -
Computer Interaction)은 인간(사용자)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컴퓨터 
공학, 산업공학, 디자인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 분야이다. 본 교과목
에서는 HCI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이론적 개념을 배우고, 게임 및 가상현실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상호작
용적 설계,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사용성(usability)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COS4039 고급기사작성연습 Advanced Media Writing Lab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수준의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사의 아이템발굴, 기사작성의 기본틀 설정방법, 인터뷰 등 기사작
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전문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COS2001 신문방송학입문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s and
Journalism

신문방송학과의 신입생들에게 학과의 교육목표와 전공학문분야의 특강 및 최근 연구경향을 소개하는 과목
으로, 학과의 교과과정의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국내외의 학문경향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학습목표로 
한다. 진행방법으로는 담당교수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별로 준비하되, team-teaching의 방법을 주로 이용
하며, 학과내 전임교수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특강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COS2004 저널리즘론 Introduction to Journalism

언론학 전문 분야의 핵심 과목으로 매스컴 전반에 걸친 언론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근대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언론 자유의 이념적 배경과 근대 및 현대 언론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학습 목표를 둔다. 이와 함께 언론의 경제적,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고 
올바른 언론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S2008 커뮤니케이션사 History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과정이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의한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미친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한다.

COS4003 매스컴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for Mass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의 기본소양과 논리성을 갖추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의 기본과 요체를 습득키위한 
것으로서 매스컴연구의 목적과 대상, 절차와 설계, 자료수집(측정과 표집포함), 자료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고찰한 다음 연구방법의 유형별로 도서관 서베이법, 연사적 연구방법, 내용분석연구방법, 조사연구방법, 실험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여 실제로 연구에 응용하고 또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COS4005 PR론 Theories of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홍보)의 정의, 영역, 특징 및 사회적 역할을 소개한다.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 
조사, 관리의 제반 과정을 고찰하고 홍보 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크리에이티브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Public Relations의 다양한 하부 영역으로서의 Publicity, Sponsorship, Event, 영상홍보, 인쇄물 
홍보, 사이버 홍보 등의 특징 및 사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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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4018 미디어산업론 Studies on Media Industry

한국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산업의 경제, 경영, 법제, 운용 등을 학습한다. 미디어 
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제시한다.

COS4024 설득과 캠페인 Persuasion & Campaign

인간의 신념,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설득 및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과학분야와 커뮤니케이션분야, 그리고 수사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
를 연계하여 신념,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 전략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설득적 메시지와 
캠페인을 디자인하는데 근간이 되는 정보원 신뢰도, 메시지 구조, 신념체계, 감정적 소구, 동기적 요인들, 
문화적 영향과 논리적 증거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COS4028 미디어심리학 Media Psychology

미디어가 개인의 인지, 감정, 태도, 의사결정 등의 심리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미디어 수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 이론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COS4034 조직커뮤니케이션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기업조직상황에서의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의 분위기, 공식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 커뮤니케
이션 관리 그리고 관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의 평가와 아울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업조직상
황에서 리더십이 형성되고 발휘되는 조건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COS2005 방송학개론 Introduction to Radio & Television 

방송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념, 기능, 정책, 제도 등을 학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 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외국의 방송 제도와 우리 방송제도에 비교를 통해 우리 방송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COS2009 매스컴이론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매스컴이론 전문분야의 핵심과목으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 매스커뮤니케이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신문방송학내의 이론연구업적들을 검토, 정리함을 학습목표로 한다. 진행방
법은 담당교수의 이론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이론생산을 위한 방법론적 시각을 동시에 제공하며,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재의 비판적 해독과 강의시간내의 적극적인 토론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교수는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 이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증하는 방법론상
의 기술을 소개하는데 주력한다.

COS2011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New Media and Information Society

새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사회에 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보사회의 진행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이 어떤 역할과 관계를 가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COS2012 신문보도편집론 Newspaper Reporting and Editing

이 강좌는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정리하는 편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
로 하여금 소규모의 신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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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4002 인간커뮤니케이션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메시지의 생성, 산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학습한다

COS4015 정치커뮤니케이션 Political Communication

정치시스템, 정치과정의 유지와 변화의 메커니즘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망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메시지의 내용, 정치적 태도 변용,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형태와 커뮤니케이션의 상호관
계, 정부와 언론의 관계, 정치사회화 등의 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와 정치의 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정치광고, 정치토론, 사이버정치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COS4033 매스컴사회통계학 Social Statistics of Mass Communication

인간사회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방법론이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COS4035 스피치커뮤니케이션 Speech Communications

논리적이며 설득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제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문을 작성해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하는 개인발표능력을 향상하고, 대립되는 
주장이 양립하는 주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는 집단토론영역을 실습한다. 또한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관찰 한 후 이를 문장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사회관찰능력의 배양도 주요 목표로 한다.

COS4036 커뮤니케이션전략론 Communication Strategies

PR 또는 캠페인의 기획과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학습한다. 구체적
으로는 캠페인 매니저, 매체전문가, 여론 조사자 및 언론보좌 담당관 등의 역할을 분석하여 보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 전반적인 PR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통해 캠페인 
전략 기획, 효과적인 조사방법, 결과의 프리젠테이션 등의 과정을 탐구한다.

COS4040 미디어 시사영어 English on Media in the Contemporary Age

글로벌시대의대중 매체를이해하기위해서는영어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필수적이다. 이 과목은영어권의
대중 매체를보다정확하고심층적으로이해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영미권의 다양한 매체들(신문,
방송,영화,광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과목을통해학생들은신문방송학전공자
로서의자질을고양시킬수있는영어권대중 매체에대한생생한경험과더불어,글로벌 시대의기본이되
는영어듣기,읽기,그리고 회화능력을개선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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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본 학과의 교육내용은 경찰학과 범죄학분야로 크게 

나뉜다. 경찰학은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기획을 

비롯하여 경찰제도사, 각 국의 경찰제도, 민간경비 

등과 같이 경찰행정과 관련된 학문을 말하며, 범죄

학은 범죄의 원인, 범죄의 현상, 범죄의 대책, 그리

고 형사사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목표는 이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

계적으로 이해하고 제반학문에 대한 진리탐구와 지

도자적 인격함양을 목표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분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

하는데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학문연구 경향은 경찰행정에의 신경영기법 

도입,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경찰업무의 적정 배분과 민영

화(Privatization), 경찰의 이미지 제고, 경찰의 정

치적 중립과 독자적 수사권의 보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통일 후의 경찰통합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범죄학분야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연구와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범죄피해자의 구제문제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외국의 최신 이론 등이 다양하

게 소개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

호실, 군수사기관 등 국가 중추기관은 물론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법조계로 진출하거나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고위행정관료로 진출하기도 한다. 또한 학계에 

진출하여 전국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방간부직, 교정직, 출

입국관리직, 검찰수사직 등 형사사법기관에 다수가 

진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으로 취업을 하는 인원도 있으며, 금융권에도 진

출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Poli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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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호

전 공 분 야 범죄학 & 경찰학 & 피해자학

세부연구분야 범죄학이론,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교정이론, 피해자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전공) 행정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전공) 행정학 석사

석사학위과정 Michigan State Univ. Crimnal Justice 범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ichigan State Univ. 형사사법 & 범죄학 범죄학 박사

담 당 과 목 범죄학개론 범죄학특강 피해자학 교정학

대 표 저 서

이윤호 (2007) 범죄학, 박영사

이윤호 (2007) 경찰학, 박영사

이윤호 (2007) 피해자학, 박영사

대 표 논 문

범죄전이효과와 이익의 확산효과 측정에 관한 소고 (2009)

e-테러리즘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9)

한국경찰이 당면한 도전적 상황과 그 대응방안 (2007)

최 응 렬

전 공 분 야 경찰학 (범죄학)

세부연구분야 경찰조직, 비교경찰, 민간경비, 범죄예방, 국제범죄, 테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전공) 행정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전공) 행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전공) 법학 박사

담 당 과 목 경찰학개론 비교경찰제도론 경찰조직관리 민간경비론

대 표 저 서

최응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6.5.

최응렬 편저, 경찰개혁론, 서울: 법문사, 2006.

이황우･조병인･최응렬, 경찰학개론(전정판),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2.20

대 표 논 문

최응렬,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관리와 처우”, ｢교정연구｣, 제31호(2006.6), 35-60쪽 

최응렬,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순찰지구대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2006.6), 311-343쪽

최응렬, “제17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치안정책 공약 비교 분석 및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2008.3), 237-276쪽

임 준 태

전 공 분 야 경찰학

세부연구분야 범죄예방

학사학위과정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법행정학과(전공)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형사법전공 법학박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 법과대학(교) 경찰학ㆍ범죄학(전공) 법학박사(Dr. jur)

담 당 과 목 법과학세미나 범죄수사론 경찰행정법 범죄예방론

대 표 저 서

법과학과 범죄수사, 21세기사, 2007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대 표 논 문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살인사건 분석 : 범행장소와 범인의 주거지간 거리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
정학회보 제19, 2005.

과학수사 기반 구축을 위한 법과학교육 - 대학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7권 제2호, 2005

동서독 통일 후 동독 경찰의 민주화 과정 - 치안논총 제18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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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범죄학 전공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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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폭력범죄론 소년비행론 경찰인사행정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범죄학연구방법론, 센게이지, 2009

대 표 논 문

부산 APEC회의에 대비한 대테러방안에 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2005

한국과 일본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8

조 윤 오

전 공 분 야 범죄학

세부연구분야 교정, 피해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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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논 문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violent Behaviors of Female Juveniles, Korean Youth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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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4023 소년비행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선수

POA4024 국가정보학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25 비교경찰제도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선수

POA4026 경찰행정학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28 법과학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33 산업보안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34 경찰방범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A트랙

무술, 경찰조직관리, 
경찰과사회, 경찰학개론, 
체포술, 경찰인사행정, 
한국경찰사, 형법1,형법2

경찰행정법, 범죄수사론, 
형사소송법, 경찰윤리, 

비교경찰제도론, 
경찰행정학특강, 

B트랙
사회병리학, 범죄학개론, 

범죄예방론 

범죄심리학, 교정학, 
범죄학특강, 소년비행론, 
국가정보학, 피해자학

C트랙

D트랙

복수전공트랙
위 트랙의 기준을 

준용함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법학과 LAW2007 형법총론 3

법학과 LAW2019 형법각론 3

법학과 LAW4001 형사소송법 3

￭최대 인정 학점 : ( 3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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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OA2011 무술 Defensive Tactics 

경찰관의 직무 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하여금 훌륭한 직무수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POA2012 경찰조직관리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경찰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POA2014 경찰과사회 Police and Society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정립과 운용방법 및 중요성의 인식, 경찰의 역할과 각종역할과 책임, 상호작용, 
경찰기능의 향상, 바람직한 관계개선에 대한 저해요인과 제거방법 등을 탐구한다.

POA2015 경찰학방법론 Research Method of Police Science

경찰행정에 관한 문제의 발견, 이론의 해석적용, 실험과 표본추출, 관찰방법, 자료의 분석 및 기술, 연구의 
평가방법 등을 습득시킴으로서 경찰행정학에 대한 올바른 연구방법을 주지시켜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과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POA2016 형법1 Criminal law Ⅰ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로써 형법을 경찰활동과 업무에 접목시
키고 습득시킴으로서 경찰과 관련된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연구한다.

POA2021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이 교과목은 경찰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에 관한 기본개념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연구ㆍ검토 한다.

POA2022 체포술 Arrest Tactics

경찰관의 임무수행,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필요한 신체의 단련과 인격의 도야를 꾀함과 동시에 범인체포상
의 특수기술을 습득한다.

POA2023 범죄학개론 Introduction to Criminology

범죄의 일반적인 증가경향과 광역화, 도시화, 전문화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원인의 이해, 각종 범죄이론의 해석ㆍ작용, 대책론 등에 걸쳐 사회병리현상으로써의 범죄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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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2024 경찰인사행정 Police Personnel Management

경찰행정에 있어서 교육훈련, 보직관리, 인사평정, 징계, 보수, 승진, 사기관리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
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POA2025 한국경찰사 History of Korean Police

한국 역사상의 경찰제도사를 중심으로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 경찰제도를 이해시키며, 좋은 제도의 발견 
및 한국경찰제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문제의 소재를 추출함으로써 오늘날 경찰행정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POA2026 범죄예방론 Theory of Crime Prevention

경찰의 방범활동, 외근순찰활동, 풍속사범 및 각종 영업단속, 특수물건의 취급 및 단속,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집무집행법상의 각종조치, 소년경찰 등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터득하고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이론
적 배경을 기른다.

POA2027 형법2 Criminal law Ⅱ
형법각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범죄유형, 즉 개별적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이를 해석,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살인죄, 상해죄 등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 학설을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한다.

POA4011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비행동기에 관한 각종이론, 범죄자의 심리, 검사, 범죄자 행동유형에 관한 고전 및 현대이론의 사례연구, 
정신분석학의 도입,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공격성의 메커니즘, 비행잠재성의 예측 등 범죄심리분야의 전반
에 걸쳐 학습한다.

POA4012 피해자학 Victimology

피해자학의 발흥, 피해자의 책임, 범죄발생에서 피해자의 방어, 피해자의 형사사법제도, 피해자보상제도 
등을 연구한다.

POA4013 민간경비론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산업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민간경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한 경비개념, 그리고 
각종 관련법규의 소개 및 인적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 등의 total 경비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총체적 
방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POA4014 경찰행정법 Police Administration Law 

경찰의 개념, 경찰제도, 경찰의 종류,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의 이해와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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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4015 교정학 Introduction to Correction

범죄자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로서 교정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음.

POA4016 범죄수사론 Theory of Criminal Investigation

법률적 사실(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수사활동의 본질과 과학적 수사방법과 범죄유형별 수사사
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향후 범죄수사 분야에 종사하게 될 수강생들에게 현장능력을 배양.

POA4017 형사소송법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모체인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일반원칙들 및 그 규범적 독자성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및 인권보장을 위한 소송법상의 제반 장치들을 연구함.

POA4021 범죄학특강 Seminar in Criminology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상의 파악을 위한 범죄현상론, 범죄의 실상을 
파악한 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단을 알아보는 범죄원인론, 진단된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전
을 제시하는 범죄대책론, 다양한 범죄에 대한 원인과 특성 및 그에 상응한 대책을 고려한 범죄유형론, 
범죄현상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에서부터 피해자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범죄피해자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범죄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위하여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POA4022 경찰윤리 Police Ethics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여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과 부패하지 
않는 경찰윤리를 학습한다.

POA4023 소년비행론 Theory of Juvenile Delinquency

현대산업사회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의 해체과정 속에서 소년범죄의 증가현상 및 죄질의 정도 등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소년보호, 선도 및 교정에 중점을 두어 소년비행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POA4024 국가정보학 National Intelligence Management

위험의 사전예방적 기능으로서 정보경찰의 역할, 대상, 임무, 정보수집 및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경찰정보의 활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함.

POA4025 비교경찰제도론 Theory of Comparative Police System

비교경찰제도의 역사와 이론 및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들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이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제
도분석에 적용하며, 각국의 경찰제도의 이해를 통하여 한국경찰제도의 운용과 발전에 참고로 활용케 한다.

POA4026 경찰행정학특강 Seminar in Police Administration

이 교과목은 경찰행정학의 특정한 이슈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전반에 걸친 
새로운 지식과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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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4027 경찰정책론 Police Policy and Administration

경찰정책은 경찰행정의 주요행동지침과 중요한 결정 및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작용의 본질
이자 경찰행정의 기본 직무인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법집행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하여, 경찰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찾기 위하여, 경찰활동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즉 경찰행정의 목표, 경찰자원의 
효율적 투입과 배분, 직무의 전문화, 경찰활동의 평가, 직무효율성, 경찰재량과 법률적 문제를 연구한다.

POA4028 법과학세미나 CSI and Forensic Science Seminar

법과학은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을 응용한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이 강조되고 있는 바, 형사사건 및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과학적 지식이 
수사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강좌에서는 전공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수사에 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
하기 위하여, 현장에 유류된 생물학적 증거(혈흔, DNA)를 통하여 사건관계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법생물학,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법의병리학, 프로파일링, 법의곤충학, 법인류학, 
지문학, 흔적증거분석 기법 그리고 수사실패사례 등을 학습토록 한다.

POA4029 신종범죄론 Cyber-Crime Course

본 강좌는 신기술의 발전과 형사정책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다룬다. 수업 내용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법의학적인 범죄 수사기법에 대한 것으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범죄와 관련 법규들을 모두 포함한다. 본 수업을 통해 인터넷 범죄가 가진 특징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범죄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POA4030 폭력범죄론 Violent crimes 

본 강좌는 폭력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둔다.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여 현재 범죄학 이론과 실무에서 설명하고 있는 범죄 기제에 대해 분석한다. 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관련이
론, 그리고 심리학적 요인과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살인, 강간, 폭력, 강도에 대해 범죄학적 이해를 넓힌다.

POA4031 범죄통계론 Statistics in Criminal Justice

본 강좌는 범죄학 분야에서 필요한 통계지식과 통계와 관련된 형사정책 이슈들을 다루는 수업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유용한 통계지식을 획득하고 복잡한 인간행동, 사회문제, 형사정책 실무의 문제점들
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업의 근본 목표는 범죄학 분야에서 다뤄야 하는 기초 통계 지식을 
쌓아 형사정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POA4033 산업보안론 Industrial Security

본 강좌는 기업의 거대한 재산 손실 방지와 위기상황 관리 전략에 대해 다룬다. 국제테러, 파업, 사보타주, 
기업 첩보활동, 기타 화이트칼라 범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좌는 산업체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유용한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POA4034 경찰방범론 Crime Prevention Strategy of the Police

본 강좌는 경찰활동에 의한 효과적인 범죄예방, 통제전략 및 그 기법을 학습하도록 구상된 것이다. 경찰의 
범죄예방노력은 주로 가두에서 순찰활동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이는 경찰존재 가시성을 통한 잠재적 
범행기회를 억제하는 데 중점이 있다. 범죄예방 구조모델론에 입각하여, 2차 모델에 역점을 둔 상황적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CCTV, Community Policing, 다양한 순찰전략, 범죄억지효과, 
민간경비영역과의 협력동향 그리고 기타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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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경제･사회적 제 현상 문제

와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학습하

여 식품산업의 잠재된 경제･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

고, 지속적이고 안정된 식품의 수요공급이란 국민 

경제적 과제와 함께 식품벤처산업 개발 및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기업 

경영자를 양성한다. 

1.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식품 생산·가공·분배 및 유통과 소비부문에서 요구

되고 있는 전문 경영매니저 및 컨설팅, 물류매니저 

및 식품 마케팅 분석, 환경농업정책 및 환경영향평

가, 지역산업개발 및 경제･경영 정책과 분석, 그리

고 농업･농촌 생태체험관광산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

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교육내용 총괄사항

환경 친화적 식품자원개발 및 효율적 이용과 연구, 

식품 산업 및 식품관련 산업의 구조개선과 기업특성

화, 식품 자원 산업의 고부가가치창출과 마케팅전략

개발 및 유통의 조직화, 정보화 등에 대한 사회과학

적 연구 등 식품산 업과 관련한 제 분야의 시스템개

발에 중점을 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를 거쳐 점차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식품산업분

야는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친환경 농･식품에 대

한 소비자의 니즈 증가에 따라 과거 생산기능 중심의 

농･수･축산업에서 탈피하여 식량자원의 고부가가

치 창출, 소비자 지향적 식품개발을 위한 기능이 활

성화 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첨단기술에 의하여 

생산･가공･유통 및 분배가 체계적인 푸드시스템으

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직적 기술진보를 통한 농업

관련 산업, 특히 식품가공 및 유통산업의 고도화 그

리고 농식품 정보산업 등 특수 전문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의 식품자원 유통과 관련된 고도의 경제 사

회적 전문지식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식량 공급이라는 중대 과제를 해결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본 학과 전공학생들은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 경영자

와 관리자 그리고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1. 경영자 

일반 민간기업 및 농･식품기업 생산분야 경영자, 유

통분야 경영자 

  - 최종목표 : 전문경영자 

식품산업관리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Department of Food Industr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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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일반 민간기업 및 농·식품기업, 공공기관의 사무 관

련직 

- 최종목표 : 관리책임자 

3. 전문직

조사/분석 전문가 (경영, 정책, 연구소, 교육 및 언

론기관 등)･환경농업영향평가사 (생산 및 소비자 

단체, 연구원 및 공공기관)･지역경제 및 산업개발 

(지역자치단체, 시민단체)･식품마케팅전략개발 

(식품제조 및 가공업, 식품생산자단체)･식품물류

매니저 (식품자공산업체, 물류업)･식품산업정보

매니저 (식품벤처산업체,

Information Provider 산업)･기업경영컨설팅 

(식품산업 및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 연구소)

 교수소개

유 덕 기

전 공 분 야 지역경제

세부연구분야 로컬푸드시스템, 농촌지역경제, 유기농업마케팅, 애그리비즈니스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전공) 경제 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본대학(교) 농업경제학과(전공) 농업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본대학(교) 농업경제지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경제의 이해 식품경제원론 식품산업경영실습 식품브랜드마케팅론

대 표 저 서
유기농식품마케팅론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표준모델 개발

대 표 논 문

유럽의 유기농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 14권3호, 2006

유기축산물의CODEX대응과 조직적생산기반구축방안, 한국유기농업학회 9권 3호,2006

지역농업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농업경제학회 41집 3호, 2006

윤 성 이

전 공 분 야 식품환경

세부연구분야 자원순환시스템, 바이오에너지, 환경성평가, 식품안전성관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전공) 경제 학사

석사학위과정 쓰쿠바대학(교) 환경과학과(전공) 환경과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경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전공) 환경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지속가능시스템 식품환경경영론 환경성평가방법론 식품안전관리론

대 표 저 서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표준모델 개발

대 표 논 문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의 바이오매스자원의 활용방안, 농어촌과환경 NO.102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정책학회 36권 1호 2009

축산분뇨 처리비용 및 CDM사업적용시의경제성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 15권4호,2007

권 승 구

전 공 분 야 식품마케팅

세부연구분야 식품마케팅, 식품유통론, 식품물류관리론, 식품정책론, 푸드시스템론, 협동조합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전공)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전공) 경제학학 박사

담 당 과 목 푸드시스템론 식품유통론 식품마케팅론 식품정책론

대 표 저 서

(공저)유통환경변화와 농산물도매시장,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2000

(공저)산지유통혁신전략, 명진씨엔피, 2005

(공저)DMZ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대 표 논 문

미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2008.9.

(공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식품유통학회, 2009.9

주요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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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재 현

전 공 분 야 식품경영

세부연구분야 식품경영, 식품정책, 외식산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큐슈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큐슈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경영학 식품거시경제학 식품산업경영분석론 외식산업경영세미나

대 표 논 문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시장 현황분석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일본 도시근교지역 농지유동화에 관한 연구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유채재배농가의 소득유형별 경제성 분석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FIS2004 식품경제의이해 3 3 기초 학사1년 1

FIS2005 식품경제원론 3 3 기초 학사1년 2

FIS2018 식품경영학 3 3 기초 학사2~3년 1

FIS2020 식품미시경제론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1

FIS2021 지속가능시스템 3 3 기초 학사2~3년 1

FIS2028 푸드시스템론 3 3 기초 학사2~3년 1

FIS2023 식품거시경제론 3 3 기초 학사2~3년 2

FIS2029 조사및통계처리PC실습 3 1 3 기초 학사2~3년 2

FIS2026 식품환경경영론 3 3 기초 학사2~3년 2

FIS2027 식품유통론 3 3 기초 학사2~3년 2

FIS4044 식품산업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19 식품계량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FIS4020 식품마케팅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FIS4021 식품물류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FIS4022 식품산업경영분석론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23 식품산업경영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1 현장학습

FIS4046 환경성평가방법론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38 식품안전경영시스템 3 1 3 전문 학사3~4년 1

FIS4017 식품경영전략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세미나

FIS4031 애그리비즈니스 3 3 전문 학사3~4년 2

FIS4045 식품산업구조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세미나

FIS4035 협동조합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FIS4039 식품정책론 3 1 3 전문 학사3~4년 2

FIS4040 식품안전성관리 3 3 전공 학사3~4년 계절

FIS4041 외식산업경영세미나 3 3 전공 학사3~4년 2

FIS4042 식품산업조직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FIS4043 식품안전관리론 3 3 전공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식품유통 및 마케팅과 
경영관련 분야

식품경제의이해
식품경제원론
푸드시스템론
식품경영학
식품유통론

식품마케팅론
식품물류관리론
협동조합론
식품유통론

식품산업경영분석론

마케팅원론(경영학과)
유통관리(경영학과)
재무관리(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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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2001 농업경제원론 1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Economics 1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생산 및 소비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원리를 강의한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균형이론, 식품가격결정, 
식품 및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이론 등 미시적 경제이론의 기본 모델과 함께 기초적 식품산업경제이론의 
특성을 비교 학습한다.

FIS2002 식품산업경제원론1 Introduction to Food Economics 1

식품 및 식품관련 산업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생산 및 소비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원리를 강의한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균형이론, 식품가격결정, 
식품 및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이론 등 미시적 경제이론의 기본 모델과 함께 기초적 식품산업경제이론의 
특성을 비교 학습한다.

FIS2003 식품산업경제원론2 Introduction to Food Economics 2

국민경제에 있어서 식품경제 및 식품관련산업의 역할과 특수성을 파악, 분석할 수 있는 경제 및 구조정책적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국민소득론, 국민경제 순환론, 산업연관모델 등에 대한 거시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FIS2004 식품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Food Economics

농․ 식품 및 식품 관련 산업에서 나타나는 생산 및 소비 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경제적 제 
문제와 식품수급의 흐름과 상호관계, 푸드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품산업 시스템과 기본경제이론을 
학습하며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소비자 및 생산자 균형이론,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이론 등의 경제적 
요인 및 특성을 비교․ 학습한다.

FIS2005 식품경제원론 Introduction to Food Economics

국민경제에 있어서 식품경제 및 식품 관련산업의 역할과 특수성을 파악, 분석할 수 있는 경제 및 구조정책
적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국민소득론, 국민경제 순환론, 산업연관 모델 등에 대한 거시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환경식품산업 관련 분야

식품경제의이해
식품경제원론
지속가능시스템
식품환경경영론

조사및통계처리 PC실습

식품경영전략세미나
환경성평가방법론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식품안전관리론

경영전략(경영학과)
재무회계(회계학과)

재무제표분석(회계학과)

지역산업 및 경제와 관련된 
분야

식품경제의이해
식품경제원론
식품미시경제론
식품거시경제론
식품유통론

식품산업경영실습
애그리비지니스
식품계량경제학

식품산업구조세미나
식품산업경제학
식품산업조직론

경제원론(경제학과)
경제통계학(경제학과)
미시경제학(경제학과)
거시경제학(경제학과)
금융경제학(경제학과) 

복수전공자

식품경제원론
푸드시스템론
식품환경경영론
식품경영학

식품마케팅론
환경성평가방법론
식품산업경영실습
식품산업경영분석론

마케팅원론(경영학과)
유통관리(경영학과)
재무회계(회계학과)
경제원론(경제학과)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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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2006 농업경영학 Farm Management

농업경영의 목적인 극대순수익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토지, 노동, 자본을 가장 합리적이며 경제적으
로 결합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식물, 축산 등의 여러부분을 선택적으로 다룬다.

FIS2007 농촌사회학 Rural Sociology

사회의 본질과 농촌사회, 사회집단, 도시와 농촌, 산업사회와 농촌사회,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농촌사회, 
농업 및 농촌사회의 근대적 과제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FIS2008 농산물가격론 Agricultural Products Price

자유시장 경쟁하의 농산물 가격형성 원리를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농산물 가격형성의 법칙성을 
밝혀냄과 아울러 가격 변동의 원리와 농산물 가격정책 및 시장의 성격을 규명한다.

FIS2009 식품가격결정론 Food Price

자유시장 경쟁하의 식품 가격형성 원리를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가격형성의 법칙성을 밝혀
냄과 아울러 가격 변동의 원리와 식품 가격정책 및 시장의 성격을 규명한다.

FIS2010 농업생산경제학 Agricultural Production Economics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자원이 보다 유리하게 투입되어 경제원칙에 부응할 수 있는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생산함수, 생산비의 성질,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결합 및 선택 등을 논리적으로 연구한다.

FIS2011 농업소득론 Agricultural Income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이해한 다음 농업소득의 결정요인을 해명하고 농업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FIS2012 농업정보및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of Agricultural Informations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론과 최상의 정보 및 자료의 조사방법,과학적 조사의 
기본요소와 자료분석방법 등을 비교분석한다.

FIS2013 지역경제론 Regional Economics

생산과 소비,분배 등에 대한 공간적 경제현상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패턴 및 그 패턴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경제, 사회 및 지역개발 연구의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다.

FIS2014 식품생산경제학 Agri-Food Production Economics

식품 생산에 있어서 생산자원이 보다 유리하게 투입되어 경제원칙에 부응할 수 있는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생산함수, 생산비의 성질,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결합 및 선택 등을 논리적으로 연구한다.

FIS2015 식품산업소득론 Agri - Food Income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이해한 다음 식품산업소득의 결정요인을 해명하고 산업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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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2016 식품산업정보처리론 Research Methods of Agri-Food Information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론과 최상의 식품시장정보 및 자료의 조사방법, 과학적 
조사의 기본요소와 자료분석방법 등을 비교 분석한다.

FIS2017 식품산업입지론 Location Theory of Food Industry

식품생산과 소비,분배 등에 대한 공간적 경제현상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패턴 및 그 패턴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기본원리를 터득하여 입지의 최적조건 등 지역산업개발 연구의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다.

FIS2018 식품경영학 Food Management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농․ 식품 기업경영의 목적인 극대순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생산요소를 가장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하며, 식품기업의 당면과
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FIS2019 산업사회학 Industrial Sociology

지역사회의 본질과 농촌사회, 도시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경제․사회적 변화관계를 
규명하여 공간적 사회현상과 근대적 과제를 모색한다.

FIS2020 식품미시경제론 Food Price

자유시장경쟁 하의 식품 가격형성 원리를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가격형성의 법칙성을 밝혀
냄과 아울러 가격 변동의 원리와 식품 가격정책 및 시장의 성격을 규명한다.

FIS2021 지속가능시스템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유기농업과 생태농업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기법 및 전략의 적용가
능성을 분석하며 농․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FIS2022 푸드시스템 Food System

현대 식품경제의 다양한 시스템구조와 식품산업의 변화와 특성, 식품시장의 소비패턴의 변화와 적응가능성, 
푸드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 식품공업 및 유통업 그리고 외식산업의 역할을 검토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식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다.

FIS2023 식품거시경제론 Agri-Food Income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이해한 다음 식품산업소득의 결정요인을 해명하고 산업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FIS2024 조사 및 정보처리PC실습 Research and Practice of Agri-Food Information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론과 최상의 식품시장정보 및 자료의 조사방법, 과학적 
조사의 기본요소와 자료분석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식품산업, 지역산업 연구 및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조사자료의 특징을 다양한 컴퓨터 분석방법을 통하여 전산처리 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자료의 
객관적 통계처리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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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2025 조사방법 및 정보처리론 Research and Practice of Agri-Food Information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론과 최상의 식품시장정보 및 자료의 조사방법, 과학적 
조사의 기본요소와 자료분석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식품산업, 지역산업 연구 및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조사자료의 특징을 다양한 컴퓨터 분석방법을 통하여 전산처리 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자료의 
객관적 통계처리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FIS2026 식품환경경영론 Food Resource  Economics

자원이용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로 토지경제적인 기능, 노동의 본질, 농업생산의 특질과 관련된 경제적 
이동에 관한 실태와 경제개발에 따른 제 문제를 다룬다.

FIS2027 식품유통론 Food Distribution

현대 마케팅과 식품마케팅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식품유통의 이론과 실제, 수요공급의 특성, 
유통조직, 경쟁구조, 공동판매, 식품유통의 최신방향, 식품유통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을 다룬다.

FIS2028 푸드시스템론 Food System

현대 식품경제의 다양한 시스템구조와 식품산업의 변화와 특성, 식품시장의 소비패턴의 변화와 적응가능성, 
푸드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 식품공업 및 유통업 그리고 외식산업의 역할을 검토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식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다.

FIS2029 조사 및 통계처리PC실습 Research and Statistics of Agri-Food Information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론과 최상의 식품시장정보 및 자료의 조사방법, 과학적 
조사의 기본요소와 자료분석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식품산업, 지역산업 연구 및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조사자료의 특징을 다양한 컴퓨터 분석방법을 통하여 전산처리 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자료의 
객관적 통계처리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FIS4001 농기업론 Agri-business

농업연관산업의 시스템과 구조적 특징을 파악 분석하며 농업산업, 특히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 및 정책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FIS4002 농산물마케팅론 Agricultural Marketing 

현대 마아케팅과 농산물마아케팅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살펴보고,농산물유통의 이론과 실제, 수요
공급의 특성, 유통조직, 경쟁구조,공동판매, 농산물 유통의 최신방향, 농산물유통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을 다룬다.

FIS4003 농산물시장발전론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문화적 제도적 산물로서의 시장의 발생, 발달과 유통현상의 변화,발전과정의 관련성을 이해한 다음 현대 
농산물유통의 제 문제에 대한 요인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와 주제발표 및 토의를 병행함에 
의하여 농산물유통개선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향상에 역점을 둔다.

FIS4004 농업경영분석 Analysis of Farm Management

농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개별 영농의 성과분석 방법 및 지역농업의 성과비교 방법을 
중심으로 농촌조사와 각종 통계학적 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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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4005 농업경영실습 Farm Management Lab

농업경영학의 제 이론을 사례에 적용시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FIS4006 농업경제학 Agricultural Economics

농업산업의 특성과 경제원리에 기초한 농업경제의 이론적 원리를 학습한다. 특히 농업산업의 역할과 산업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경제적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농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지식과 토지, 
노동, 자본 및 경영 등 희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된 재화의 합리적 분배 및 소비를 위한 제경제 
현상을 연구한다.

FIS4007 농업경제학연습 Seminar in Agricultural Economics

생명자원산업유통학전공과 관련된 이론적, 실제적 제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FIS4008 농업계량경제학 Agricultural Econometrics

회귀모형을 이해하고 농업경제분야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모형,파라미터의 추정 등을 강의하
고 응용능력을 향상시킨다.

FIS4009 농업금융론 Agricultural Finance

화폐금융의 기초이론을 이해한 다음 농업금융의 의의와 중요성, 특수성, 상호금융의 이론과 실제 및 농업 
금융정책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FIS4010 농업부기 Farm Records

농업경영체의 재산과 자본의 각 구성부분에 대한 과정을 계정이란 특수한 계산형식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는 체계를 연구한다.

FIS4011 농업산업구조론 Agroindustrial Structure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을 살펴보고 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세미나식으로 학습한다.

FIS4012 농업자원이용론 Agricultural Resource Economics

자원이용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로 토지경제적인 기능, 농동의 본질, 농업생산의 특질과 관련된 경제적 
이동에 대한 실태와 경제개발에 따른 제 문제를 다룬다.

FIS4013 농업정책론 Agricultural Policy

농업정책의 사적 흐름을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경제발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함과 아울러 경제이론과 농업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환기 농업정책의 과제와 해결방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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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4014 농업컴퓨터실습 Computer Practicing

농업, 농촌지역 연구 및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조사자료의 특징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전산처리하
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자료의 객관적 통계처리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FIS4015 농업협동조합론 Agricultural Cooperatives

농업협동조합의 역사, 사상, 본질, 사명, 원칙, 조직, 사업 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농업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당면과제 및 전개방향 등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FIS4016 시장발전론 Development of Market

문화적 제도적 산물로서의 시장의 발생, 발달과 유통현상의 변화, 발전과정의 관련성을 이해한 다음 현대 
농산물유통의 문제에 대한 요인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와 주제발표 및 토의를 병행함에 
의해서 농산물유통개선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향상에 역점을 둔다.

FIS4017 식품경영전략세미나 Seminar for Food Management Strategy

개방 경제시장 하에 식품기업경영의 마케팅 전략의 특성과 경영관리기법을 비교 분석하고 식품산업의 
시간적, 공간적, 질적, 양적 불균형 수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경영전략개발 가능성을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학습한다.

FIS4018 식품경영회계 Food Management Accounting

부기 및 회계원리를 바탕으로 식품기업에 대한 경영분석과 경영계획 및 의사결정과 통제를 위한 회계학적 
방법론을 학습하도록 한다.

FIS4019 식품계량경제학 Food-Resource Econometrics

농업 및 식품자원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모형, 파라미터의 추정 등을 강의하고 응용능력을 향상시킨다.

FIS4020 식품마케팅론 Agri-Food Marketing

현대 마케팅과 식품마케팅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문화적 제도적 산물로서의 시장의 발생, 
발달과 유통현상의 변화, 발전과정의 관련성을 이해한 다음 식품마케팅의 기본적인 사고인 시장과 고객지향적
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성공적인 마케팅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고자 한다. 

FIS4021 식품물류관리론 Agri-Food Logistics Management

식품산업의 물류시스템의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조직과 물류활동의 요소와 기능
을 학습하여 물류코스트 절감방안과 합리적 물류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FIS4022 식품산업경영분석론 Analysis of Food Industrial Management

경영분석론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식품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성과분석 및 비교
방법 등 식품기업경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분석 개념과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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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4023 식품산업경영실습 Management Practice of Agri-Food

농·식품산업의 기업경영이론을 현장체험을 통하여 분석, 평가하며 경영철학과 경영전략, 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등을 비교․분석하며, 선진 농업기술과 경영기법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학습하며 농․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FIS4024 식품산업계량분석론 Food Resources Econometrics

농업 및 식품자원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경제분야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모형, 파라미터의 추정 등을 강의하고 응용능력을 향상시킨다.

FIS4025 식품산업구조분석론 Agri-Food Industrial Structure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식품산업의 비중을 살펴보고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식품산업의 구조변
화원리와 식품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세미나식으로 학습한다.

FIS4026 식품산업금융론 Food Industrial Finance

화폐금융의 기초이론을 이해한 다음, 식품산업 금융의 의의와 중요성, 특수성, 상호금융의 이론과 실제 
및 식품산업 금융정책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FIS4027 식품산업자원이용론 Food Industrial Resource Economics

자원이용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로 토지경제적인 기능, 노동의 본질, 농업생산의 특질과 관련된 경제적 
이동에 관한 실태와 경제개발에 따른 제문제를 다룬다.

FIS4028 식품산업정보컴퓨터실습 Computer Practicing

식품산업, 지역산업 연구 및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조사자료의 특징을 다양한 컴퓨터분석방법을 통하여 
전산처리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자료의 객관적 통계처리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FIS4029 식품산업환경평가론 Food Industrial Effects of Environment

환경 친화적 식품산업육성과 개발에 필수적인 환경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며 친환경 식품산업육성정책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FIS4030 식품유통론 Agri-Food Distribution

현대 마케팅과 식품마케팅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식품유통의 이론과 실제, 수요공급의 특성, 
유통조직, 경쟁구조, 공동판매, 식품유통의 최신방향, 식품유통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을 다룬다.

FIS4031 애그리비지니스 Agri-Business

식품 및 식품연관산업의 시스템과 구조적 특징을 파악 분석하며 농업산업, 특히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마케팅전략 및 정책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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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4032 지역경제세미나 Seminar for Regional Economics

경제원리 및 지역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적 산업경제구조 및 지역경제 정책적 모델과 원리, 그리고 
지역농업, 환경 및 관광농업 등 지역산업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분석방법을 학습하여 농촌지역개발 전략가
능성을 모색한다.

FIS4033 지역산업경제론 Regional Economics

경제원리 및 지역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적 산업경제구조 및 지역경제 정책적 모델과 원리, 그리고 
지역농업, 환경 및 관광농업 등 지역산업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분석방법을 학습하여 농촌지역개발 전략가
능성을 모색한다.

FIS4034 지역정책론 Regional Policy

경제원리 및 지역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적 경제구조론 및 지역경제 정책적 모델과 지역경제 분석방법
을 학습하여 지역개발 전략 가능성을 모색한다.

FIS4035 협동조합론 Cooperatives

협동조합의 역사, 사상, 본질, 사명, 원칙, 조직, 사업 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농업협동조합의 발전과정
과 당면과제 및 전개방향, 식품유통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을 다룬다.

FIS4036 환경식품자원정책론 Environmetal Food Resource Policy

환경친화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제적 이론과 정책과제를 학습하여 국민건
강을 위한 안정식품공급과 농업 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찰한다.

FIS4037 환경영향평가론 Valuation of Environment Effects

환경 친화적 식품산업육성과 개발에 필수적인 환경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며 친환경 식품산업육성정책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FIS4038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SO 22000을 중심으로 농산업의 전반에 대한 안전부문과 표준화 부문에 대해서 강의하고 안전성 표준을 
활용하여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쳐 산업화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FIS4039 식품정책론 Food Policy

식품 관련 정책의 목적, 수단, 효과, 특징 등과 각종 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경제학적 분석 방법으로 
규명하고, 식품정책의 과제와 해결방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FIS4040 식품안전성관리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SO 22000 인증심사원 과정을 배우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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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4041 외식산업경영세미나 Food Service Management Seminar

국내 외 외식산업의 개념, 현황, 문제점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외식, 급식 경영과 관련된 최근경향 
및 이슈들에 대해 관련잡지, 논문 및 관련 자료 등을 읽고 주제 발표 및 토론한다.

FIS4042 식품산업조직론 Food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조직론은 각 산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조건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기업의 특성, 시장구조, 기업과 
시장의 상호작용, 기업들의 경쟁관계 등 기업과 시장에 관하여 연구한다.

FIS4043 식품안전관리론 Food Safety Management

식품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HACCP, GAP, 
Traceability 등 식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실용적 접근을 시도한다.

FIS4044 식품산업경제학 Food industrial Economics

농식품산업의 특성과 경제원리에 기초한 농업경제의 이론적 원리를 학습한다. 특히 농식품산업의 역할과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농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지식과 토지, 
노동, 자본 및 경영 등 희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된 재화의 합리적 분배 및 소비를 위한 제경제 
현상을 연구한다.

FIS4045 식품산업구조세미나 Seminar for Food Industrial structure

경제원리 및 지역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적 산업경제구조 및 지역경제 정책적 모델과 원리, 그리고 
지역농업, 환경 및 관광농업 등 지역산업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분석방법을 학습하여 농촌지역개발 전략가
능성을 모색한다.

FIS4046 환경성평가방법론 Methodology of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 친화적 식품산업육성과 개발에 필수적인 환경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며 친환경 식품산업육성정책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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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Educational Objective]

The main objective of Dongguk Business School 

is to help students take leading roles in the 

global economy. To achieve educational objectives, 

Dongguk Business School provides students in 

depth knowledge, strategic perspectives, and 

analytical abilities. Dongguk Business School 

also encourages students to take par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luding internship 

programs as well as to participate in academic 

research. Dongguk Business School program 

take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 management 

education by providing three areas of study :

business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accounting.

Students integrate several areas of management 

study to pursue their professional goals.

Moreover, in addition to educational achievements, 

dongguk Business School nurtures on intellectual 

environment where faculty makes a commitment 

to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Outstanding faculty members equipped with

leading-edge academic research make a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leaders. With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in Dongguk Business 

School, students prepare to be future managers 

who play leading roles in any organizations. In 

this way, Dongguk Business School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human capital that plays a 

critical roles in the business communities as 

well as in the prosperous of society.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Recent trend and prospect of study]

In the face of fluctuating business environments 

companies make constant efforts to create, 

develop, and sustain competitiveness. Many

multinational companies explore management 

theories and adopt state-of-the art techniques 

to survive and prosper in the fierce competitions. 

Therefore, Business administration curriculum 

combines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that develop students as creative and challenging 

business leaders. DBS expertise that advance 

their careers as effective business leaders. DBS 

has strong alumni network that take critical roles 

in the industries, public sector, and other ares.  

 졸업 후 진로
[Employment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the DBS is to make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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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petent managers with 

general skills and abilities. Thus,DBS providers 

career opportunities for graduating students in 

a variety of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finance, information technology, retailing, 

consulting, hotel, and etc. 

Many DBS graduating students advance their 

careers in numerous job posotions(marketing, 

finance, production, supply chain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etc). Some 

alumni launch their business, take professional 

positions with certificates (CPA, CFA), or 

pursue academic careers.

 교수소개[Professor Profiles]

Kim, Seok Yong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Management, Corporate Finance, Invest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College of Commerce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California

- Los Angeles
Department

MBA, Anders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박사학위과정(Doct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Financial Management

담당과목(Subject) Corporate Finance Business Analysis and Valuation

대표저서(Books)

Business Analysis and Valuation, Samyeongsa,2006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Ch 6 of Infrastructure of Korean Economy and 
Competitiveness by Industry, Nanam Publishing Co, 2005

대표논문(Theses)

A critical Review on Convergence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Review, 1, Vol, 
31, Dongguk University, 2008 

Determinants of Spreads of Korea's Corporate Bonds, Managemant Review, 2, Vol. 29, 2006

Equity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Firm and Performance of IPO, Venture Business Review, Vol 1, 
2006
Integrated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Management Review, 
Korea University, 2005

Lee, Byeong Cheol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Chocago Department MBA

박사학위과정(Doctor) MIT Department Organizational Behavior

담당과목(Subject)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Leadership

대표저서(Books)

Kim, YoungKon and ByeongCheol Lee (2005), What make the success of Sk Telecom in Korean Mobile 
Industry, 21st Century Books.

Lee, ByeongCheol, Sukho, Sunwoo,Joongho, Ahn, Jongsuk, Yeh, Yongwook, Jun (2002) The Role of 
CEO for the Low Growth Environment, Maeil Economic Newspaper

대표논문(Theses)

Kim, SangRaeand ByeongCheol Lee(2007), "The effect of team conflict o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performance, "Economy & Management Review, 30-2,75-107.

Nam, HakHyun and ByeongCheol Lee(2007), "The effect of social motive on procedural justice and 
emotion during the negotiation,"Economy & Management Review, 30-1 35-58

Lee, ByeongCheol and YoungSoo Kim (2006),"The case study of SK Telecom preparing for the future 
of digital convergence,"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Education, 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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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ung Myon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Employment Relationships, Human Resources Management, Business Eth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Industrial relations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Ethics Employment Relationships

대표논문(Theses)

Lee, Young Myon, "Job Satisfaction Measure and Developing New Measures in Korea, Journal of 
Management, 15(3), 123-186, November 2007"

Lee, Young Myon and Sang-Eon Park, "Global Standard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Decent 
Work Measures, "Korean Personnel Administration Journal, 31(2), June 2007, 129-177.

Lee, Young Myon and Myeong-ho Park, "The Effect of New Technology on the Wage Level Change,"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29(2), December 2006, 33-54.

Yoo, Seuck Cheun

전공분야(Major)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Production management Operations & Technology Management, MIS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Electrical Engineering

석사학위과정(Master) UCLA Department MBA

박사학위과정(Doctor) UCLA Department Management

담당과목(Subject) Service Quality
Strategy and Planning of 
Logistic Management

Total Quality Management

대표저서(Books)

Yoo, S-C., Y-S. Kim, Shung, & S-H, Joo, "Operations Management (KoreanEdition)", Hankyunsa, Deoul 
2005

Yoo, S-C., J-I, Oh & S-H, Ahn,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2nd, ed., Pakyoungsa, Seoul, 
1999

대표논문(Theses)

Kang, S-K, Y-S, Kim, Seuck-Cheun Yoo &K-T. Lee "A Study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Infrastructure Project in Korean Private Companies",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Vol 13, 
No.2 July.2008 

Yoo, Seuck-Cheun, H-S,Rhim, M-S. Park & S-K, Baek, " A Common Weight DEA Model to Measure 
Efficiency of Organizations",Journal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Vol 15, No. 3. Feb 2005.

Yoo, Seuck-Cheun and Chinyon Paik, "A Study of Decision making for Strategic Outsourcing of 
information Systems in Korean Financial Institutes",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 
10, No,1, June, 2003

Kwon, Ick Hyun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Marketing Communication, Marketing Research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lllinois of at 

urban-Champaign
Department

박사학위과정(Doctor) Purdue University Department Marketing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 of Marketing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Communication
Marketing Strategy

대표논문(Theses)

"An Exploratory Study on Reliability between On-line Survey Data Using a Single Panel", Korean 
Management Review, Vol.34 No.4, August, 2005

The Effect of Perceived Risk on Message Framing", Korean Management Review, Vol.20, No3, 2005 

"The Effect of Analogical Persuasion Cue on Evaluation Advertisement." Korean Management Review, 
Vol.21, No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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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Chang Jo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Consumer Behavior, Marketing Communication, Marketing Strategy

학사학위과정(Bachel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Oregon Department Marke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Arizona Department Marketing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s of Marketing Marketing Communication Consumer Behavior

대표저서(Books)

Yoo, Changjo 2007. Marketing stores by 14 Marketing Specialists. Shapter 3: Bubmoon-Sa, Seoul, 
Korea.

Seo, Guwon, Guzin Jung, Youngjong Yang and Changjo 2006. Advertising and Society. Korea 
Advertising Society, Seoul, Korea.

대표논문(Theses)

Yoo, Changjo, S.Lee 2009.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Implicit Memory on Brand Performance. 
In Spring Conference of Korean Advertising Society, April 3, 2009 

Yoo, Changjo 2009. “In-Depth Studies on Teen's Mobile Phone Usage Types and Value”, 2009 Spring 
Conference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March 7, 2009 

Yoo, Changjo 2008. The Case of Kas Prize-Winning Advertising : Strategy and Creative. in American 
Academy of Advertising Annual Conference.

Kim, Seung Yong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Scranton University Department General Management

박사학위과정(Doctor) Memphis University Department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담당과목(Subject)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대표논문(Theses)

Kim, S(2009),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rominence 
and the Fulfillment of Career-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3(2): 89-117

Kim, S(2006) An empirical testing of a multi-route model on LMX - job satisfaction relationship. Korean 
Management Review. 35(6):1649-1679

Tu, H., Sullivan, S, E., & Kim, S.(2002), Investment strategies of small and medium size firm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Small Business. 11(1) 120-144

Park, Chan-Kyoo

전공분야(Major)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Production Management, Management Science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Industrial Engineering

석사학위과정(M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Industrial Engineering

박사학위과정(Do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Industrial Engineering

담당과목(Subject) Operation Management Management Science Supply Chain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Improving the application type and quality/characteristic adjustment factors of the Korea software cost 
estimation standar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Vol. 8, No. 2(June 2009), 43-70

Estimating software development cost using support vector regression.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Vol. 23, No 2(November 2006), 75-91

On finding a convenient path in the hierarchical road network, "(with K. Sung, S. Lee, and S. Doh, 
and S, Park),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Vol. 12 ,No.2 (November 2006), 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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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ae Lyong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management investment, Derivative and Risk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Statistics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Department
Major : Actuarial Science, 

Minor : Finance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Department Finance

담당과목(Subject) Finance Investment Option & Futures

대표논문(Theses)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Bond Spread According to Credit Rating in the 
Domestic Corporate Bond Trading Market", Journal of Knowledge Studies Vol. 7 No 1, 2009, pp. 47-84 
(with Kim, Sun Je)

"A Case Study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Fund Supporting on Korea", Business Journal, Vol.31 
No.1 pp. 109-142 (with Choi, Su-Sboel, Park, Young-Min)

Multi-scale Cluster Hierarchy for Non-stationary Functional Signals of Mutual Fund returns."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Vol.. 24, No. 2, 2007, pp. 57-72(with Jung, Uk)

Lee, Sang Hyun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Marketing Retailing, Hospitality Marketing, Relationship Marke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Kwangwoon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Purdue University Department Hotel Marke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Purdue University Department Consumer Sciences & Retailing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 of Marketing Services Marketing Channel Management

대표저서(Books)
Kwan, YoungSik, Chan Lee, Sanghyun Lee and JungKun Kim (2007), “Tourism Marketing Research 
Analysis using the SPSSWIN”, DaeKyung Publication

대표논문(Theses)

Su, Hung-Jen, Lucette Comer, and Sanghyun Lee(2008), “The effect of expertise on consumers' 
satisfaction with the use if interactive recommendation agents.” Psychology & Marketing, 25 (9), 859-80
Lee, Sanghyun and Changjo Yoo (2008), “The case study of HS Ad Coping with the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s” 
Cha, Taihoon, Seungwoo Chun, and Sanghyun Lee(2008), “Multiple endorsement effect : Posion or 
medicine.”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1(4)

Yi, June Suh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management investment, Finance, Financial Engineer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Syracuse University Department Finance

박사학위과정(Doctor) Syracuse University Department Finance

담당과목(Subject) Investment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대표논문(Theses)

June suh Yi and Kee-Hong Bae, 2008, "The impact of the short-short rule repeal on the timing ability 
of mutual fund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35(7), pp. 969-998

Junesuh Yi, 2006, "Performance of technology sector funds over turbulent market periods,"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5(6), pp. 169-192

Junesuh Yi, D. Yang, I, Song, and Y, Yoon, 2006, "Effect of Derivatives on Bank Risk," Review of Pacific 
Basin Financial Markets and Policies 9(2), pp. 275-295

Yeo, Jun Sang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Marketing Consumer Psychology, Brand Management Advertising, Promotion Strategy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Marke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Marketing

담당과목(Subject) Marketing Principle Consumer Behavior Brand Management Marketing Research

대표저서(Books)
Contrarian Marketing, One and One Books, Seoul, Korea, 2004

The 33 Immutable Laws of Marketing in Korea, The Nan Publisher, Seoul, Korea, 2003

대표논문(Theses)

"Moderating Effect of BRQin the Influence of Parent-Extension Similarity on Extension Evalu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22. No. 4, 2007 

"Cultural Differences in Brand Extension Judgements and Feedback Effects," Advancesin Consumer 
Research, Vol. 34, 2007

"Effects of Parent-Extension Similarity and Self Regulatory Focuson Brand Extension Evalua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6, No.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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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Gyoung-Gyu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Strategic management, Political econom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Mathematics Educ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Public Policy

박사학위과정(Doctor) Stanford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Political Economics

담당과목(Subject) Strategic Management Business Ethics

대표저서(Books)

Choi, G., 2006. A Research on the Competitiveness in R&D and Technology Financing based on 
Value-chain-based Innovation System (VIS), Seoul Development Institute.

Choi, G., 2006 The Policy Dire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대표논문(Theses)

Choi, G., 2003. "A Strategy for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KIETIndustrial Economic Review, No.4.

Cho, B., G. Choi, and J. Park, 2002. "Economic Impa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ET Industrial Economy, 2002.11.

Lee, D. and G. Choi, 2001. "The IT Industry in Korea: A Perspective of the Experience of Rapid Growth." 
KIET Occasional Paper, No.44.

Sung, Sang Hyeon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c HRM, HRM-performance linkage, Diversity managemet, Group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HR/OB

박사학위과정(Doct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Management : HRM, OB and 

Strategy

담당과목(Subject)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rganizational 

Behavio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대표저서(Books)

Sim, Jin-ye, Sanghyeon Sung, and Kim, Jae-eun (2008), A pilot Study on Assessment Tool on Disability 
Confidence of Corporation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Kwon,I.S and, S. H(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Diversity Friendly HR 
practices in Korea, New Paradigm Center,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대표논문(Theses)

Lee, J.K and Sung. S.H (2009),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s in Gender Diversity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Organizations, Academic Forum on the Women Manager Pane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Ministry of Gender Equity, Korea.

Mehng, S.A., Sung, S.H., Chang, E., and Park, H. (2007), What Motivates Diversity Management 
Homogeneous Society? Evidence from Korean Companies, 2007 Academy of Management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Philadelphia, Pennsylvania.

Lee, J.M., Sung, S. H., Mehng, S.A., and Park, H. J. (2007), Do Diversity Management Strategies Matter? 
Evidence form Korean Firms, 2007 Spring Conference of Korean H R & Organization Academy, Seoul, Korea.

Kim, Hyon Dong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c HRM, Global Group, Compensation Management Strategy

학사학위과정(Bachel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Department

석사학위과정(Mas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Human Resources and 
Employment Rel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The Ohio State University Department in Labor and Human Resources

담당과목(Subject)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Business Ethics

Macro Organizational 
Behavior

대표논문(Theses)

Kim,H(2008) “The effect of job transfer of workers: the moderating rol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l.11.No 1. pp. 191-212.
Kim, H. & Song (2009). “ The exploration on the impact of executing core employment policy and 
system on firm competit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l.12, No 1, pp. 75-93.
Wang, M., Tony, T., Kim, H.& Chen, Y.(In Press). “Expatriate Utilization, Knowledge Transfer,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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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Seung Woo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Marketing Cross-Culture Consumer Behavior, Consumer Culture

학사학위과정(Bachelor)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Korean Philosophy

석사학위과정(Maste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Department Marke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Department Marketing

담당과목(Subject)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Communication Consumer Behavior

대표논문(Theses)

Gentry, James W., Sunkyu Jun, Seungwoo Chun (2009),"The Influence of Preference inconsistant 
information on Cognitive Dissonance and Perceived Diagnoticity: Cross-cultural Study between 
Westerners and Easterne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0(2), 149-171.

Kim, Changsoo, Taihoon Cha and Seungwoo Chun,(2009), "The Effect of the Salience of 
Product-category information on Brand Extension Evaluation: A Cross-cultural Study about the 
Interference Effect of Product-category information between Westerners and Easterners." Korean 
Marketing Review, 24 (1), 29-50

Kim、 Gwi-Gon、Taihoon Cha, and Seungwoo Chun (2009), “The Sensitivity on the Message Framing 
of Political Campaign: Regulatory Fit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0 (1),83-99

Jung, Uk

전공분야(Major)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Production management Data Mining. Management Science 

학사학위과정(Bachelor)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Industrial Engineering

석사학위과정(Master)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perations Research

박사학위과정(Doctor)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담당과목(Subject) Operations Management Management Science Supply Chain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Y.J.Kim,UK Jung and S.K.Jeong(2009), A Study on the Status and Supporting Strategy of National R&D 
Programs related to the Convergence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12, No.2,.[413〜429]

Uk Jung, S.M. Yim,Y.J.Kim, and S,K,Jeong(2009), Attainment Index-based Relative Evaluation Method 
for R&D Programs with Heterogeneous Objectives,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32,No.2,[.29〜37].

J.S.Kim and UK Jung (2009), The Effect of (Q, r) Policy in Production-Inventory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JMS),Vol.15, No.1, pp.[33〜49].

Kang, Kyeong - Hoon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management, Banking Theory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Economics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Department Economics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Department Economics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Developing Bond Market for Sustainable Growth of East Asia, Seoul Journal of Economics, 2007.3

Strategic Abandoning of Market Power and Asymmetric Integration Decisions in System Markets, 2006.4, 
EARIE 2006 Amsterdam (2006.8)

Jin Q Jeon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Corporate Finance, Initial Public Offerings, M&As

학사학위과정(Bachelor) Sungkyunkwan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

석사학위과정(Master) Sungkyunkwan Univ. Department Finance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Alabama Department Finance

담당과목(Subject) Finance,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search

대표논문(Theses)

“Effects of Foreign Ownership on Payout Policy: Evidence from Korea”, 2010, Journal of Financial Markets
“The Role of Co-managers in Reducing Expected Flotation Costs”, 2010,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Herding by Foreign Investors and Emerging Market Equity Returns: Evidence from Korea”, 2010,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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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ea Hwan

전공분야(Major) International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Strategic Manag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Chemical Engineering

석사학위과정(Maste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International Management

담당과목(Subject) Strategic Manag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Management

Ahn, Jong Sang

전공분야(Major) Leadership

세부연구분야(Research)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College of Engineering

석사학위과정(Master) Harvard Business School Department MBA

담당과목(Subject) Introduction to Man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대표저서(Books)
2008, a Korean translation of The Manager's Coaching Tookit by David Allamby

2004, a Korean translation of Beyond the Myth and Magic of Mentoring by M.Murray

Dennis S.Cervantes

전공분야(Major) History and Politics

세부연구분야(Research) History and Polit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UCLA Department History

석사학위과정(Master) UCLA Department History and Politics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Management Junior Seminar

Mcdonald, Karin

전공분야(Major) MBA - Entrepreneurship 

세부연구분야(Research) Entrepreneurship, Start-up Financ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Stanford University Department English Literature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Edinburgh Department MBA - Management

박사학위과정(Doctor) - - -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Decision Making Principles of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Promoting Entrepreneurship in Scotland: 
The Impact of Networks and the Role of Mentorship

Ashihara, Kelly

전공분야(Major) Finance,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e, Marke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Department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석사학위과정(Master)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artment MBA, Marketing and Finance

박사학위과정(Doctor)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 of Management International Business Business Decision Making 

Kara Paik

전공분야(Major) English, Econom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olumbian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석사학위과정(Master) Yale Law School JD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 of Management Business English Debate

Yale Journal on Regulation 199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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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Curriculum]

학수번호
(Course ID)

교과목명
(Course Title)

학점
(Credits)

이론
(lecture)

실습
(Exercise)

전공
구분

(Specification)

이수대상
(Recommend 

Years)

원어강의
(English Class)

개설학기
(Openning 
Semester)

비고
(Others)

DBA2001 Principle of management 3 3 Basic 1 English Core

DBA2002 Organizational Behavior 3 3 Basic 2 English Core

DBA2003 Principles of Marketing 3 3 Basic 2 English Core

DBA2004 Financial Management 3 3 Basic 2 English Core

DBA2005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3 3 Basic 2 English Core

DBA2006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 3 Basic 2 English Core

DBA2007 Financial Accounting 3 3 Basic 2 English Core

DBA2008 Career Plan 3 3 Basic 1 Korean Core

DBA2009 Business English Debate 3 3 Basic 1~2 English

MGT2006 Business Statistics 3 3 Basic 1 English

MGT2011 Management Science 3 3 Basic 2 English Elective B

MGT4053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Basic 3~4 English Elective A

MGT4027 Macro-organization Theory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28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Korean

MGT4030 Service Operation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32 Corporate Finance 3 3 Specialized 3~4 Korean

MGT4033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34 Investment 3 3 Specialized 3~4 English Elective C

MGT4035 Futures and Options 3 3 Specialized 3~4 Korean

MGT4036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 3 3 Specialized 3~4 Korean

MGT4037 International Finance 3 3 Specialized 3~4 English/Korean

MGT4038 Brand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English Elective D

MGT4039 Marketing Research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0 Marketing communication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1 Service Marketing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2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3 Consumer Behavior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4 Employment Relations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5 Organizaional Communication 3 3 Specialized 3~4 English Elective A

MGT4046 Leadership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7 Business Ethics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49 Management strategy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51 International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Korean

MGT4052 Entrepreneurship 3 3 Specialized 3~4 Korean

MGT4054 Supply Chain Management & Logistics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55 Mentor Program (International business) 1 1 Specialized 3~4 Korean

MGT4057 Introduction to Entertainment Business 3 3 Specialized 3~4 Korean

MGT4058 Junior Seminar(International business) 1 1 Specialized 3~4 English

MGT4059 Global Operation Strategy 3 3 Specialized 3~4 English

MGT4060 Global Business and Law 3 3 Specialized 3~4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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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Recommending Steps]

세부전공목표
(Objective of 

Detailed Major)

전공기초교과목
(Basic Course of Major)

전공전문교과목
(Specialized Course of Major)

관련학과 교과목
(Related Department 

Course)

비고
(Others)

Operation / MIS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Financial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Business statistics 

Management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 Logistics
Global Operation Strategy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Finance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Financial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Business statistics 

Corporate Finance,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investments, Futures and 

Options,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s, International 

Finance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Marketing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Financial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Business statistics 

Brand Management, Market 
Research, Market 

Communication, Service 
Marketing,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Consumer 
Behavior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Human Resource /
Organization 
Management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Financial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Business statistics 

Employment Relation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Leadership, Business Ethics, 
Establishment Theory, Human 

Resource Management, 
Management Strategy, Mentor 
Program(marketing Mentoring)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International 
Management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Financial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Business statistics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Strategy

Internation Business and Law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Information Theory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회계학과 과목제한없음

경영정보학과 과목제한없음

￭최대 인정 학점 : (18) 학점 (최대 6강좌) 11학번 신입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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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2001 Principle of Management

This course is designed for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being acquainted with elementary 
concepts of business, practices in real business environments, and information on business career 
opportunities by studying the functional areas of business and the activities of management.

DBA2002 Organizational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how companies have developed unique characteristics 
and what issues are critical to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al context issues such as individual differences, teamwork,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that significantly affect an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out 
this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make active participations in class discussions and exercises.

DBA2003 Principles of Marketing

The course aims to explore the primary components,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he marketing 
processes. It is designed to examine how marketing functions as an important part in firms, 
organization, and society. In the course,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the 
major areas of marketing including consumer behavior,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strategies,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channel distribution, and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DBA2004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is the introductory course that deals with financial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time value of money and the risk and return. This course also covers fundamental issues 
in corporate finance such as capital budgeting and capital structure, and in investments such 
as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nd valuation of stocks and bonds.

DBA2005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problems and analysis related to the design, planning, control, 
and improvement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operations. Broadly speaking, Operations 
Management concerns the processes by which work and resources are directed toward the 
achievement of strategic objectives. It thus require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strategy, processes, and resources. Coverage will attempt to balance theory and 
applications, with an emphasis on "best practices".

DBA2006 International Management

This cource deals with topic and issues related to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formation 
technologies in business environment. It covers the conc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organization

 교과목 해설[Cours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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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DBA2007 Financial Accounting

This course covers many of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n the business practice. This course 
discusses how companies actually do their financial reporting as prescribed by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MGT2006 Business Statistics

This course deals with statistical models for business management. First, students will study 
basic theory of statistics; distributions, hypothesis, testing, analysis of variance, simple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Then students will learn how to apply these theories in a business 
context.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will utilize the technology to gather,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into meaningful information. Further, students will apply the software to 
draw inferences from the data so that appropriate decisions can be recommended.

MGT2011 Management Science

This course focuses on the problem-solv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that use quantitative 
management science concepts and techniques. Business involves dealing with numbers. Numbers 
are then used strategically to make business decisions. This course is about how to formulate 
business problems involving numbers and how to solve them using the latest computer tools. 
The course introduces modeling techniques for resource allocation, operational, and other 
managerial problems. The topics Include queuing models, linear programming, transportation 
problems and simulation.

MGT4044 Employment Relations

Provides an understanding major theories and issues of employment relations with which 
employers, unions, and a government must deal. Overview of the historical,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of employment relations. Students explore recent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seek to find how to establish mutual trusting relationships among employers 
and unions by labor-management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MGT4045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s people, media, and contexts are actively involved, communication activities operate in various 
forms and are critical to an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processes and activities at various levels (i.e.,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 by studying theoretical backgrounds and reviewing critical issues. Thus,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mprove students' abilities to deal with communication 
barriers that they must deal with as future managers.

MGT4032 Corporate Finance

This course provides the in-depth knowledge for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the topics of the advanced capital structure, dividend policy, IPO, M&A are covered. 
Through doing some the case studies and the team project in terms of capital budgeting, this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learn the pract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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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4033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Though the course's first 
goal is to introduce types and function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the course also 
explai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the why of intermediation, etc. Understanding, instead 
of simple knowledge, of the basic principles about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will help 
the students prepare for the inescapable volatility of the future, since the functional foundations 
on which financial markets and intermediaries are built will remain basically the same. Because 
of this analytical feature, students are recommended to take financial management and 
microeconomics in advance.

MGT4034 Investment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cquaint the student with what will be useful to any player 
in the investment market, whether a portfolio manager, a corporate financial officer, or a private 
investor. Topics covered are portfolio theory (including risk and return,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nd market efficiency), equity and fixed income securities, funds, derivatives, valuation, 
and behavior finance.

MGT4041 Service Marketing

This course has two main objectives. First, the course examines how service organizations differ 
from goods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and execution of marketing plans. 
Secondly, goods organizations need to acknowledge the service aspects of their organizations 
and how service can be used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The focus will be on identifying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service marketing mix and appreciating the concepts of service 
delivery, custom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MGT4028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how new business activities 
are created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sectors. For established firms, we will look at 
technology strategy and corporate venturing. For new firms, we will look at strategic planning 
in new ventures. This course also focuses on Interdisciplinary examination of problems and issues 
in integrat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into processes and products. Topics Include technology 
evaluation, transfer, development, integration, innovation.

MGT4030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This course looks at service management - the study of how marketing and operations come 
together through technology and people to plan, create and deliver products/services to 
customers. Course objectives include to approach and design service management from a systems 
perspective,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delivery processes, and 
to learn how to apply the procedures of demand analysis, set standards of performance and 
measurements, and determine capacit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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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course is that students understand basic developed-theory for having the 
importance of measuring the value of company and improve the ability of application in real 
financial market. More specifically, this course deals with the economic concep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market for corporate governance. 

MGT4043 Consumer Behavior

The course examines the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consumer behavior. 
These theoretical foundation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various managerial marketing issues.

MGT4047 Business Ethics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research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Students 
must learn ethical principles and practices by studying how companies deal with ethical dilemmas. 
Workers constantly deal with ethical conflicts not from individual values and activities but from 
group cultures and norms. Through group discussion and assignments, the course encourages 
students to seek for ways to resolve ethical conflicts in terms of organizational perspective rather 
than individual principles and philosophies.

MGT4042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This course examines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theories in marketing channel management. 
The focus will be on designing sound channels, managing them effectively, and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successfully.

MGT4046 Leadership

Currently, it is necessary for managers to make adaptation to dynamic business environment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principles, theories, and paradigms to effectively manage changes 
resulting from constantly changing environment. Moreover, by studying cognitive theoretical 
backgrounds, students learn how companies develop leadership skills by focusing creativity, 
knowledge, and attributes of members.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learn what competencies 
and attitudes CEOs and top managers must have and develop. 

MGT4035 Futures and Options

The goal of this course is students familiarizes with the necessary skills to utilize and evaluate 
the financial derivatives such as futures, options, and swaps. Additionally, this course deals 
with the effective risk management by corpor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financial 
derivatives. To make good, it provides in-depth study of the hedging strategies, the arbitrage 
opportunity strategies, and the option pricing models based on financial derivatives.

MGT4037 International Finance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operations 
of multinational firms. Topics to be covered are key economic theories, foreign exchange markets,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for risk management,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ternational 
financing, and investment decisions in the global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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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4027 Macro-Organization Theory

Macro-Organization Theory is firstly to see changes in Organization Theory and secondly to 
research basic concepts, principles, variables, systems, circumstances and technologies in
organizations to construct optimal organization systems.

MGT4031 Supply Chain Management & Logistics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cases covering the strategies, tactics,and operating issues 
in contemporary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It is only over the last few years that 
firms have started focusing on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This focus becomes even more important given that product life cycles are shrinking 
and competition is intense. Supply chain managementtoday represents a great challenge as well 
a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most firms. The topics include logistics strategy,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chang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customer service, and inventory policy.

MGT4051 International Management

By analysing the specific features of international firms, this course handles various problems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like problems with transporting intern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on overseas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environment like advancement or WTO 
will be dealt with in detail.

MGT4053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oretical backgrounds that underli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by survey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uman
resource policies and practices, students learn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to the
competitiveness of organizations.
In addition, business environments such as cultures, norms, and customs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Korean
companies adapt theories from U.S and Europe to be compatible with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MGT4050 Mentor Program(International Business)

This subject is for students who want to be equipped with ability to do business as a manager 
in a globalized world. In the class, the professor will help to construct career path of students 
and give a lecture concentrated on practical skills.

MGT4056 Introduction to Entertainment Business

This course is for understanding basic concept of culture, cultural contents, entertainment and 
its growing need in the market place. And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 marketing of the 
entertainment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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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MGT4049 Management Strategy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make students to have integrated and strategic perspectives about 
management of organizations. Through lectures, case study, class discussions, and exercises, students 
develop abilities to analyze market trends and business environments and to make strategic 
alternatives. Therefore, this strategy management course encourages students to apply principles and 
theories learned from class to real-world context, which in turn improve their abilities to deal with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At the end of the class, students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ategi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The content of this course consists of 
competitive strategy, analysis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strateg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MGT4038 Bran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understanding, developing, and 
managing brand strategies. The course examines all dimensions of brand management including defining 
brands, brand building strategies, brand architecture and extension issues, and brand repositioning.

MGT4039 Marketing Research

The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how to develop successful market research studies. The followings a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setting of marketing research objectives, the design of marketing research techniques, data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methods, and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research reports.

MGT4040 Marketing Communication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field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from an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perspective. The followings are examined, in particular: advertising, direct and interactive 
marketing, use of the Internet and new media, public relations, trade promotion, and consumer promotion.

MGT4058 Juinor Seminar

This course teaches diverse topics dealing with international business. Though the course is 
called Junior Seminar, students of all years are welcomed to take the course.

MGT4059 Global Operations Strategy

This course introduces a systematic approach for applying quality technology to improve service and 
operation in any type of organization. The students are exposed to a wide range of quality management 
terms and theories while examining the strategic role of quality in the organization and strategic issues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quality. The topics include Six Sigma, methodologies for identifying and 
assessing customer requirements, developing customer focus, measuring quality performance,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ampling/designing of experiments, reliability analysis, and continuou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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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4060 Global Business and Law

This course is composed of approximately 30 class sessions, with 2 class meetings per week 
for the entire semester. The main textbook is "International Business Law: Text, Cases, and 
Readings" (5th edition), by Ray August, Don Mayer, et al., which is available for order through 
Sukjung Books (approximately W38.000).The course is designed for senior and junior-year 
business students, and since all lectures, reading, and discussion will be conducted entirely in 
English, high-level English proficiency is expected. This will be a lecture-intensive course, with 
problem-based activities and presentations periodically assigned to student teams. One or two 
guest lectures will likely be delivered by a practicing Korean lawyer or foreign legal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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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Educational Objective]

To cultivate specialists in the fields of 

accounting and taxation of all the types of 

enterprise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lso to 

foster professionals in financial management 

such as financial analysis, financial assets 

management, planning, and budgeting. 

To help students get specialized certificates 

such as Korean CPA, AICPA, tax accountant, 

finance analyst, stock analyst, and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auditors, etc.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Recent trend and prospect of study]

Recently, the field of Accounting has become 

more specialized due to globalization. It is 

practiced not only to recognize and measure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to develop efficient 

management of resources and improve ethical 

transparency. 

 

In addition, by adopting the system and concept 

of Accounting,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non-profit organizations are able to increase 

their financial and social contributions. As

such, Accounting plays a vital role in modern

society; it has become the standard in business

decision making and a key tool in understanding

the economic phenomena. It is an instrument 

that provides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insight to the economic environment that we 

face. Moreover, it presents a means for 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providing the necessary guidance. 

Through these, the academic value of Accounting

is enlarged and the demand for it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졸업 후 진로
[Employment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A wide range of globalization, intense competition, 

the best to pursue efficiency, the economic 

environment as well as businesses and all govern- 

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sources and the 

emphasis on transparency and the demand for 

accounting professionals is growing significantly. 

The following course work accordingly.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Accounting Administration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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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s accounting professionals and tax 

experts.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 tax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entry into free

- Management consulting firm expert in

- Government accounting profession

-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accounting and finance professionals.

- University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ions

-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교수소개[Professor Profiles]

Han, Jin-Soo 

전공분야(Major)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세부연구분야(Research)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 Univ. Department Oriental History

석사학위과정(Maste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Accoun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Indiana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대표저서(Books)
Introdu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Myongkyung Publishing Co., Seoul, Korea, 2004.

Financial Accounting, Myongkyung Publishing Co., Seoul, Korea, 2003.

대표논문(Theses)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Auditing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pring, 2006)

“A Survey and Proposal for Accounting Procedur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Korean 
Accounting Journal (June, 2004)

“The Influence of Decision Aids on the Consensus of the Auditor’s Judgments” Korean Accounting 
Review (September, 2003)

Kim, Dong-Chul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Management accoun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Yonsei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Accoun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Iowa Department Accounting

담당과목(Subject) Cost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대표논문(Theses)

Dong C. Kim (1992), “Risk Preferences in Participative Budge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67, 
No. 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pp. 303-319.

Dong C. Kim (2007), “Accounting Returns and Managerial Risk Preferences”, Korean Management 
Accounting Review, Vol. 7, No. 2, Korean Management Accounting Association, pp. 1-20

Kim, Jin-Sun 

전공분야(Major) Financial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accoun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Economics

석사학위과정(Maste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Accounting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I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대표저서(Books)
“Principles of Accounting”, co-authored with Prof. Chung Yong Keun, Jinsoo Han and Dong Chul Kim, 
Kyung Moon Publishing, Seoul, Korea.

대표논문(Theses)

2009 "A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Review of Critical Issues of  Natural Gas Industry”, co-authored 
with Prof. Il-Chong Nam,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2008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the Fourth Liquefied Natural Gas Center”, co-authored with 
four other authors,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1999 "A Study of Interconnect Pricing Model and Optimal Regulations", with five co-authors,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Daejon, Korea.
"An Analytical Study of Pricing Policy Relevance for Electricity Industry Restructuri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o-authored with Dr. Chun Shik Woo and five other authors.
"An Study of Market Function Activation Scheme of Interconnect Service for Efficient Telecommunication 
Resource Allocation", Korea Industry Research Institute, co-authored with late Prof. Eun Sang Lee 
and six other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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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ae-Wan 

전공분야(Major) Audi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Social roles and economic impact of audi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Accounting 

담당과목(Subject) Auditing
Financial Reporting in 

English
Auditing Case Study Financial Accounting

대표저서(Books)
Principles of Accounting, Keong-Moon Press, 2006 with J. S. Hahn and D. C. Kim

Financial Accounting, Meong Keong Press, 2006 with J. S. Hahn and S. H. Jo

대표논문(Theses)

The Audit Committee's voluntary research on the demand factor, accounting and auditing research, 2008

“Strategic Audit Timing Plans” Accounting Research(2005
“Allocating Audit Resources to Minimize Organizational Losses due to Theft”, with Paul Newman and 
Reed Smith, 1998. Auditing: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Kim, Kap-Soon 

전공분야(Major) Tax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Tax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Corporate Tax Accounting Ⅰ Corporate Tax Accounting Ⅱ Accounting Principles

대표저서(Books)
“IFRS Accounting Principle”, 2009, parkyoungsa
“An Introduction to Tax law”, 2009, Aubook

대표논문(Theses)

“Problems with and Remedies for a Consolidated Return”(March 2009) with Juneq Lee
“A study on the VAT Issues for Gold Bullion Trades”,  2007 Vol 13-3 with H. Park 
“The Evasions of Gold Bullion Trades and Its Improvements”,  2007 Vol 13-2 with B.W. Jun

Lee, Sang Cheo.

전공분야(Major) Managerial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corporate governance, executive compensation, strategic cost management, budge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Yonsei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Yonsei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Yonsei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Cost Accounting Managerial Accounting 

대표저서(Book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on Accounting Transparency. Acanet, Seoul, Korea.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Audit Committee on Earnings Management,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oul, Korea.

대표논문(Theses)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Stock Option Exercises and Earnings Management.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2010.

An Effect of Foreign Monitoring on Agency Costs and Firm Value.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9(1), 2009, pp.95-13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Risk and Audit Fees. Korean Management Review 39(3): 633-663.

Jo, Sung-Han

전공분야(Major) Financial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Industrial Organization, Energy and Environmental Econom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University of Iowa Accounting BBA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Iowa

Cornell Univ.
Accounting
Economics

MA in Accounting
MA in Economics

박사학위과정(Doctor) Cornell Univ. Economics Economics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Theory Accounting Principles

대표저서(Books)
IFRS Financial Accounting

Investment Choice and Economic Analysis

대표논문(Theses)

"Methodological Extensions of First-Order Adjustment Models: An Application to US 
Industries,"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14, No.2, (Summer 2000), 85 - 1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ve Efficiency of Seoul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erms of Educational 
Service," with Kim, Hyun Ja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 42. 

"Application of AIM(Asia-Pacific Integrated Model)/Material to Korea: A Study on effects of CO2 Emission 
Reduction,"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 14. No.2, (June 2005), 257 –283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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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Dong-Hoon

전공분야(Major)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Accounting / Communication Accoun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Sung Kyun Kwan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Iowa Department Accoun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Syracuse Univ. Department Accounting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dvanced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대표저서(Books)
"Advanced Accounting," 2007 with Kim Kap-Soon , Kim tae-sik 

"Business Analysis and Valuation," 2004, sinyoungsa

대표논문(Theses)

Dong-Hoon Yang, 2009, "Signaling through Accounting Accruals vs. Financial policy: Evidence from 
Bank Loan loss provisions and Dividend Changes," Review of Pacific Basin Financial Markets and 
Policies Vol. 12(3), pp. 377-402

Dong-Hoon Yang, K. Kanagaretnam, and G. Lobo, 2005, "Determinants of Signaling by Banks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58(March), pp. 312-320 

Dong-Hoon Yang, K. Kanagaretnam, and G. Lobo, 2004, "Joint Tests of Signaling and Income Smoothing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4), pp. 843-884

Nam, Hye-Jeong

전공분야(Major) Financial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Valuation, Accounting-based valuation model, Market Anomaly

학사학위과정(Bachelor) Inha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Seoul National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Accounting Income Tax Accounting Indirect Tax Accounting

대표논문(Theses)

Conditional Conservatism, Listing Status, and Auditor Quality(2008)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8 no.6 (2009)

"Strategic plan for the convergence to IFRS" KICPA, The Editiorial committee Reprinted form 
Accounting&Auditing Research Vol.45 pp.1~22 June(2007)

Cho, Kwang-Hee 

전공분야(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Accoun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George Washington Univ. Department Accoun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Advanced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Principles

대표논문(Theses)

The statistics for cross border M&A in Korea and US: focused on the earnings management of the 
US target in cash mergers, Daehan Journal of Business Vol.22 No.4

Cross Border Mergers and Earnings Management,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Ph.D. Dissertation

Estimating the asset price after 9.11 terrorist attacks, Business Education Vol.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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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Curriculum]

학수번호
(Course ID)

교과목명
(Course Title)

학점
(Credits)

이론
(lecture)

실습
(Exercise)

전공
구분

(Specification)

이수대상
(Recommend 

Years)

원어강의
(English 
Class)

개설학기
(Openning 
Semester)

비고
(Others)

DBA2001 Principle of Management 3 3 Basic 1
Major 

Required

DBA2002 Organizational Behavior 3 3 Basic 2
Major 

Required

DBA2003 Principles of Marketing 3 3 Basic 2
Major 

Required

DBA2004 Financial Management 3 3 Basic 2
Major 

Required

DBA2005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3 3 Basic 2
Major 

Required

DBA2006
Principle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 3 Basic 2
Major 

Required

DBA2007 Financial Accounting 3 3 Basic 2 English
Major 

Required

ACG2001 Accounting Principles 3 3 Basic 1

ACG2002 Business LawⅠ 3 3 Basic 2 2

ACG2003 Introduction to Tax Law 3 3 Basic 2 1

ACG2004 Financial Reporting in English 3 3 Basic 2 1

ACG2005 Intermediate Accounting I 3 3 Basic 2 2 Elective A 

ACG2006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3 3 Basic 2 2

ACG4001 Indirect Tax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1 Elective B 

ACG4002 Auditing Case Study 3 3 Specialized 3~4 2

ACG4003 Advanced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2

ACG4004 Management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2 Elective A 

ACG4005 Business Law Ⅱ 3 3 Specialized 3~4 1

ACG4007 Mentor Program 1 1 Specialized 3~4 1,2

ACG4008 Corporate Tax Accounting Ⅰ 3 3 Specialized 3~4 1 Elective B 

ACG4009 Corporate Tax Accounting Ⅱ 3 3 Specialized 3~4 2

ACG4010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3 3 Specialized 3~4 2

ACG4011 Income Tax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2 Elective B

ACG4012 Cost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1 Elective A 

ACG4013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 3 Specialized 3~4
English 
Class

1

ACG4014 Intermediate Accounting Ⅱ 3 3 Specialized 3~4 1 Elective A 

ACG4015 Auditing 3 3 Specialized 3~4 1 Elective A 

ACG4016 Accounting Theory 3 3 Specialized 3~4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Recommending Steps]

Section Year Semester Subject

Basic

1 1,2
Principles of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2

1,2

Organizational Behavior
Principles of Marketing
Financial Accounting 

Prod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nancial Management

1
Introduction to Tax Law

Financial Reporting in English

2
Business LawⅠ

Intermediate Accounting I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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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Year Semester Subject

Specialized
3,4
Year

1

Indirect Tax Accounting
Business Law Ⅱ
Mentor Program

Corporate Tax Accounting Ⅰ
Cost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Intermediate Accounting Ⅱ 

Auditing
Accounting Theory

2

Auditing Case Study
Advanced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Corporate Tax Accounting Ⅱ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Income Tax Accounting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제학과 ECO4004 계량경제학 3

경제학과 ECO2003 미시경제학 3

￭최대 인정 학점 : (18) 학점 

 경영대학 내 (타)전공별 개설 교과목 중에서 18학점(최대 6과목)을 회계학과 전공으로 인정합니다.

 과목 해설[Course Description]

DBA2007 Financial Accounting

This course assumes that the students have already taken the class covering the principles of 
accounting or otherwise, fully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and concepts of accounting, It 
focuses on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the 
statement of cash flows. The revenue recognition rules for special transactions are also discussed.

ACG2003 Introductions to Tax Law

This course studies basic legal concepts necessary for tax practice by an accountant. In particular, 
the course will discuss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tax system, the conditions for the occurrence 
and extinction of tax obligations, procedure of collection, and tax appeal.

ACG2004 Financial Reporting in English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accounting terminologies and 
fundamentals of the Accounting process in English, with emphasis o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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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ACG2005 Intermediate AccountingⅠ
A sequel to Financial Accounting, this course cover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addition, it is mostly devoted to the complex 
and practical issues in accounting treatment for diverse economic event and transactions.

ACG2006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This course addresses the accounting treatment and financial reporting in a computerized 
business organization. More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relation between the AIS and computer, 
internal control in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relation between the AIS and computer, internal 
control in a computerized environment, prevention of computer crime, EDP auditing,
introduction, analysis of AIS, and the accounting treatment using computers.

ACG2002 Business LawI

　Legal regulations comprise a major environmental aspect of a business enterprise. This course 
discusses the business law and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covering contracts, 
property, corporation and commercial papers.

ACG4014 Intermediate AccountingⅡ
A sequel to Intermediate Accounting Ⅰ, This course discusses equity accounting, cash flow 
statement, error correction, lease accounting, EPS(Earnings Per Share), financial derivatives 
including convertible securities, and accounting changes.

ACG4012 Cost Accounting

This course covers theory and practice of cost accounting by job order, process and standard 
cost system. It also discusses the CVP analysis and other techniques to obtain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business decision-making.

ACG4015 Auditing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principles of auditing which is the systematic process of reviewing 
and examin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n enterprise to check their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his course studies the basic techniques for auditing and the 
ethical issues in auditing.

ACG4013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This course discusses various 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methods and their relevant concepts. 
As for 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methods, this course analyzes the needs of financial 
information user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securities market,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analysis of various dates included I 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of the effects of accounting methods on financial statements, and various forecasting 
techniques using financ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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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4008 Corporate Tax AccountingⅠ
This course discusses tax consequences of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 corporation. The 
topics covered include distribution of cash and property, an introduction to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tax problems related to the accumulation of income by the corporation.

ACG4009 Corporate Tax AccountingⅡ
A sequel to Corporate Tax AccountingⅠ, this course extends the basic knowledge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this course aims at acquiring 
an in-depth knowledg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laws affecting the organization, 
capitalization, taxation, and termination of corporations

ACG4004 Management Accounting

This course studies the generation and the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within the firm for 
purposes of planning and controlling operations. Topics covered include responsibility accounting 
systems, cost control, and the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short- and long-term
management decision problems. 

ACG4003 Advanced Accounting

The course covers special issues in accounting such as liquidation of a partnership, merger and 
acquisiti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terim reporting, segment reporting, accounting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other contemporary issues in accounting. 

ACG4005 Business LawⅡ
As a sequel to the Business Law I , this course extends the basic principles and concepts in 
business law. It focuses on the business laws affecting operations of the corporation.

ACG4016 Accounting Theory

Study of the contemporary trend in approaches to accounting research, conceptual framework 
of financial accounting and other current issues in accounting. The course critically reviews 
the pros and cons to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issues.

ACG4001 Indirect Tax Accounting

This course discusses various taxable income based on value-added tax law, local tax law, tax 
law for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nd national tax collection law. Also this course studies 
these issues by accounting approaches.

ACG4010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

This course studies various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al institution accounting, and hospita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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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ACG4002 Auditing Case Study

This course is to extend the core auditing principles to the practical auditing cases. It uses
various cases and discussion to acquire auditing techniques and skills.

ACG4011 Income Tax Accounting

This course discuss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orces influencing individual income taxation, and 
role of taxation in personal decisions. It covers individual income tax matters, including business and 
investment income, business and personal deductions, property transactions, and tax issues of employees.

ACG4006 Mentor Program

In this course a Mentor is assigned, who is supposed to help lower clas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 plan and develop their careers in accounting. The students are supposed to study and explore 
accounting with their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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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Educational Objective]

<경영정보학의 영역>

The objective of the major is to produce :

manager(businessman) who are able to understand 

necessary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business

management in the inform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cycle age, and to apply them to their business

management : professionals who will work in 

the field of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a core industry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e Major offers education in academic theories 

and practical knowledge of planning, construction, 

use and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system. 

The curriculum is divided into information 

strategy, inform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First of all, in the information strategy area, 

courses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system planning, information system 

auditing, etc. are offered in order to construct 

information systems which satisfy a company's 

strategies and policies. The information engineering

area covers information technologies which are

경영학부 경영정보학 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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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for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system, client/server system, and web-based

information system, and also covers knowledge 

related to system analysis designing and 

system project management. In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area, students research

influences on enterprises of the data

telecommunication-related structure and technologies,

and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information science area, information 

survey analysis, model base, decision making 

supporting system, etc, are taught in order to 

make scientific and rational decision for all the 

matters related to business management. As 

mentioned in the above, the Major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which are related to

information systems, one of the necessary

factors for a company's competitiveness, covering

topics from managerial strategy required for a 

company's competitiveness to highly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Major see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the nation by cultivating professionals who 

will take the leading part in the information 

society.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Recent trend and prospect of study]

Information systems are one of the most 

instrumental tools available to business

managers for achieving operational excellence, 

develop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improving

decision making and achieving competitive 

advantages. The filed of MIS has more rapidly 

grown and leaps and bounds in the few years 

that it has been in action. A continuing stream 

of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s from the 

Internet to wireless networks to digital phone 

and cable systems are continuing to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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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world with the highest degree of 

portability and automation. These innovations 

are enabling entrepreneurs and innovative 

traditional firms to create new products and 

services, develop new business models, and

rapidly transform day-to-day conduct of

business. Particularly ubiquitous computing of 

MIS will drastically change the management of 

firms in the future: with new mobile phones, 

high-speed wireless Wi-Fi networks, and 

wireless laptop computers, remote salespeople 

on the road are only seconds away from their 

managers’ questions and oversight. The growth

of enterprise-wide information systems with 

extraordinarily rich data means that managers 

no longer operate in a fog confusion, but instead 

have online, nearly instant, access to the really 

important information they need for accurate 

and timely decisions. In addition to their public 

uses on the Web, wikis and blogs are becoming 

important corporate tools for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The education of MIS is to be fully married with

global management, state-of-art IT and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All MIS classes will be taught in English to aid 

students to grow the potential capability to 

come up with the collaborative global business 

innovation. MIS department has periodically 

renewed or newly include the emerging IT or 

up-front Management courses. Typical courses 

taught in the MIS department to cope with the 

upcoming business innovation are Java Programming,

Web Service System, Service Oriented Application

system and U-Computing. Students are also 

instructed to provide customer-oriented MIS 

services studying Information Strategy, IT 

Service Management, IT Governanc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and Management Innovation.

Additional MIS education is made up for the

optimal decision making extracting information

from the huge data repository by learning 

ERP/SCM, Business Intelligence, CRM, Social 

Network Service, Risk Management Systems, 

and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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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Employment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MIS is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provide business solutions.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relying on information systems 

to render support in decision making in operational

activities in its various business areas. MIS is 

thus an important functional area of corporation.

Given this expanding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rofessional who have the expertise in hardware,

software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ability to implement them to satisfy

business requirements. This has unlimited and

lucrative opportunities for MIS specialists. 

Initial MIS employment is likely to be in

development of business application software, 

database administration and systems analysis. 

MIS majors also find an entry in jobs such as 

system administrators (connecting hardware

and software components, assessing system

performance, etc) or system operators

(providing technical support to end-users).

MIS professionals often function as intermediaries

between end-users or other staff of the

organization and IT developers. As opposed to 

a major in computer science the MIS concentration

emphasizes developing the technical and

management skills necessary to design, create,

and maintain computer-based business processing 

applications. 

The MIS career track offers good scope for 

advancement to senior position such as project 

manager, vice president information systems 

and chief information officer. As organization 

continue to integrate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employment

prospect of the MIS professional look bright for 

the years ahead.

A lot of graduates from MIS department have 

successfully developed their careers in various 

business fields like information management, 

marketing, HR, production, planning & controlling,

sales. Typical employers are Government,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scaled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jor SI firms.

<경영정보학과의 취업통계(’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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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Professor Profiles]

Won Boo Lee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세부연구분야(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 Ubiquitous Comput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BA

석사학위과정(Master) Boston University
MI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MS in MIS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Cincinnati
POM/MI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h. D in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Ubiquitous Computing Knowledge Management MIS

대표저서(Books) Learning A Computer In Cartoon, Dong Ah Publishing Co. Ltd., 1994

대표논문(Theses)
"Identifying The Most Effective Of Approximate Reasoning Calculi For A Knowledge Based System".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 Cybernetics, Vol. 23. No.5, 1993

Lee, Young-Jai

전공분야(Major) Decision Making,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Disaster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Decision Model, BPM, BCP/DM Standards, ERM

학사학위과정(Bachelor) Dongguk Univ. EDPS department BBA

석사학위과정(Master)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 science department Master of Science

박사학위과정(Doctor) George Wahington Univ.
Engineering management 

department
Doctor of Science

담당과목(Subject)
Decision Support 

Syste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Risk-based Decision 

Support
MIS

대표저서(Books)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Seng-Neung Press, 2008

Intelligent Decision Support Systems, Seng-Neung Press, 2009

대표논문(Theses)

 Quantitative Hazard Analysis of Information Systems using Probabilistic Risk  
 Analysis method,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International Edition, 
The Korea Database Society, Vol.16, No.3, September 2009.

The Study of Decision-making Model on Small and Medium Sized Management States of Financial 
Agencies and Monitoring Progressive Insolvency: Case of Mutual Savings Bank,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International Edition, The Korea Database Society, Vol.15, 
No.3, September 2008.

A Case Study on Developing a Web-based Contingency Plan for Business Crises,
International Journal of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Vol 2, No 3/4,  UK, 2001.

Jong Ok Lee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세부연구분야(Research) Information Systems, IT Service Design

학사학위과정(Bachelor) Dongguk Univ. Computer Science B.B.A.

석사학위과정(Master) California State Univ. Computer Engineering M.A.

담당과목(Subject) Java Programming Service-oriented System Business System Analysis

대표저서(Books)

Principles of Relational Database Systems, 2nd Edition, Hong-Reung Science Press, 2004, with Choon 
Y. Lee, and In-Jae Kim

Principles of Relational Database Systems, Hong-Reung Science Press, 2000, with Choon Y. Lee

대표논문(Theses)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Internet Banking Service Quality on Trust of Bank",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6, No. 4, December 2009, pp. 17-32.

“The WSDL Framework Extension for Business Service Inter-Operation",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3, No. 2, November 2008, pp. 17-32.

“Increasing Business Service Interoperation through the WSDL Extension”,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Vol. 15, No. 3, September 2008, pp. 2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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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Hwang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세부연구분야(Research) IT Strategy, IT Governance, IT Service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Yonsei Univ. Applied Statistics Economics

석사학위과정(Master) George Washington Univ. Business Administration M.B.A

박사학위과정(Doctor) State Univ. of New York Management Science & Systems Ph.D

담당과목(Subject) IT Governance IT Service Management IT Strategy

대표저서(Books)
Information Systems Control and Audit

Foundations of IT Service Management Based on ITIL V3

대표논문(Theses)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ITSM using 6 Sigma Technique: A Descriptive Case Stud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Vol. 16, No. 2, June 2009, pp. 121-133.

“A Case Study on Implementation of ITSM using 6 Sigma Technique: Focused on Service De나”,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Vol. 14, No. 3, September 2007, pp. 2-14.

“An Empirical Study on Facilitators and Inhibitors of the Information Systems Outsourcing in Korean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8, No. 3, December 2006, pp. 21-38. 

Duk Hoon Jeong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세부연구분야(Research)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Data Communication

학사학위과정(Bachelor)
University of 

Georgia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BBA

석사학위과정(Maste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MS

박사학위과정(Docto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Engineering DSA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Data Communi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Management

대표저서(Books)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2005

대표논문(Theses)

“Effective Modeling on Disaster Resource Allocation”, 2008.06 
Disaster Prevention Journal of Korea

“Research on Effective KMS implementation”, 2007. 06 International e-Business 

Injai Kim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세부연구분야(Research)
Technology Acceptanc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Software Quality, IT Convergence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 Engineering 

Department
B.S.

석사학위과정(Master) KAIST
Management Science 

Department
M.S.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Nebraska 

at Lincoln
Management Department Ph.D.

담당과목(Subject) Project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Intelligence

Research 
Methodologies

대표저서(Books)
Relational Database Systems-Korean, (Hong-Reung Science Press, 2004) (with Choon Y. Lee, and 
Jong-OK Lee).

대표논문(Theses)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Upon Using C4I Systems: The Perspective of Mediating variables in 
a Structured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2(2009), pp. 73~94, 
(with Chong-Man Kim).

“The Effects of Web Based Distance Learning upon Learning Achieve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System Interaction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8, No. 2(2009), pp. 111-126, (with 
Wee-Joon Park, Wan-Young Go, Yeon-Jung Lee).

“The Role of Exogenous Factors in Technology Acceptance: The Case of Object-Oriented Technology,” 
Information & Management, Vol.43, No.4(2006), pp.469-480,(withSangM.Lee,Shang-GeunRhee,andSilvanaTr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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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g-jae Kim

전공분야(Major) MIS

세부연구분야(Research)
Business Application of Data Mining,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Chung-Ang Univ.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B.B.A.

석사학위과정(Master) KAIST
Department of Management 

Engineering
M.E.

박사학위과정(Doctor) KAIST
Department of Management 

Engineering
Ph.D.

담당과목(Subject) Data Mining & CRM ERP/SCM e-Business Management

대표저서(Book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nd ed., Hankyung-Sa, 2007.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Hyungseoul Publishing, 2004.

대표논문(Theses)

Bankruptcy prediction modeling with hybrid CBR and GA approach, Applied Soft Computing, Vol.9, No.2, 2009

Using genetic algorithms to optimize nearest neighbors for data mining,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Vol.163, No.1, 2008

Toward global optimization of case-based reasoning systems for financial forecasting, Applied 
Intelligence, Vol.21, No.3, 200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Curriculum]

학수번호
(Course ID)

교과목명
(Course Title)

학점
(Credits)

이론
(lecture)

실습
(Exercise)

전공
구분

(Specific
ation)

이수대상
(Recomme
nd Years)

원어강의
(English 
Class)

개설학기
(Openning 
Semester)

비고
(Others)

DBA2001 Principle of Management 3 3 　 Basie 1 o 1, 2 required

DBA2002 Organizational Behavior 3 3 　 Basie 2 o 1, 2 required

DBA2003 Principles of marketing 3 3 　 Basie 2 o 1, 2 required

DBA2004 Financial Management 3 3 　 Basie 2 o 1, 2 required

DBA2005
Operational and Supply 
Management

3 3 　 Basie 2 o 1, 2 required

DBA2006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 3 　 Basie 2 o　 1, 2 required

DBA2007 Financial Accounting 3 3 　 Basie 2 o 1, 2 required

MIS2007 JAVA Programming 3 3 Basie 2 2 recommended

MIS2008 e-business Management 3 3 Basie 2 1, 2 　

MIS2009 Business Intelligence 3 3 Basie 2 English 1 　

MIS4020
Business Communication 
Service

3 3 specialize 3~4 English 1 　

MIS4021 Web Service Development 3 3 specialize 3~4 1

MIS4027 IT Service Management 3 3 specialize 3~4 1 recommended

MIS4031 Ubiquitous Computing 3 3 specialize 3~4 English 1 　

MIS403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3 3 specialize 3~4 English 2 　

MIS4036 IT Governance 3 3 specialize 3~4 English 2 　

MIS4037 ERP/SCM 3 3 specialize 3~4 1 recommended

MIS4038 Knowledge Management 3 3 specialize 3~4 English 1

MIS4039 Business System Analysis 3 3 specialize 3~4 1 recommended

MIS4040
Business Process 
Management

3 3 specialize 3~4 English 1 recommended

MIS4041 Service Oriented System 3 3 specialize 3~4 2 　

MIS4045 CRM 3 3 specialize 3~4 2 　

MIS4043 Decision Making System 3 3 specialize 3~4 English 2 　

MIS4044 Project Management 3 3 specialize 3~4 English 2 　

MIS4046
Social
Network Service

3 3 specialize 3 2

MIS4047 Risk Management System 3 3 specialize 4 Englis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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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Recommending Steps]

세부전공목표
(Objective of 

Detailed Major)

전공기초교과목
(Basic Course of Major)

전공심화과목
(Specialized Course of Major)

관련학과 교과목
(Related Department Course)

비고
(Others)

IS Planning and 
Management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Principles of marketing,
Financial Management,
Operational and Supply 

Management,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nancial Accounting

JAVA Programming,
Business Intelligence

IT Service Management,
IT Governance

IS Development 
and Operation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Principles of marketing,
Financial Management,
Operational and Supply 

Management,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nancial Accounting

JAVA Programming,
Business Intelligence

Web Service Development,
Service Oriented System,
Business System Analysis,

Project Management

IT Enabled 
Management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Principles of marketing,
Financial Management,
Operational and Supply 

Management,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nancial Accounting

JAVA Programming,
Business Intelligence

Knowledge Management,
Decision Making System,
e-business Management,
Risk Management System,

CRM,
Social Network Servic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ERP/SCM 

Information 
Technology

Principle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Principles of marketing,
Financial Management,
Operational and Supply 

Management,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nancial Accounting

JAVA Programming,
Business Intelligence

Business Communication 
Service,

Ubiquitous Comput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영학과 과목제한 없음

회계학과 과목제한 없음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최대6강좌) 11학번 신입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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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2006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his course examines topic and issue related to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formation 
technologies in business environment. It covers the conc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echnological issue, business data communication, applica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 in organization. The course covers recent technical issues 
and relevant references in addition to a textbook.

MIS2008 e-Business Management

This course introduces types of the business models on the Web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business model.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success factors of internet business model 
and unique information technologies with case-oriented learning.

MIS2009 Business Intelligence

This course provides a framework of 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s made of basically 
nervous networks.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Real Time Enterprise(RTE) in which can be 
speedy and proper decisions. This course covers the background of Business Intelligence, and 
internal and external values of Business Intelligence with case studies, introduction of 
two-dimensional and multi-dimensional databases, the concept of data architecture, and the 
method of implementing Business Intelligence in combination with business legacy system.

MIS2007 Java Programming

This course studies basic programming skills for the classes/objects and their collaboration using 
Java programming language, It covers the Object-oriented concept which is the essential 
concepts to build the information systems.

MIS4021 Web Service Development

This course examines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the structure of the internet and web-based system.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and exercise the generalized structure of the web-based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distributed multi-tiered application in the e-commerce and web-based banking system.

MIS4040 Business Process Innovation

This course focuses on the business process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manufacturing management, marketing management, and finance management. It is to research 
the best practices related the innovated process according to business strategy.

 교과목 해설[Cours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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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MIS4037 EPR/SCM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concept and supporting technologies o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s.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the rol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resource using ERP systems. In addition, this course 
also covers the effect of supply chain integration with SCM systems.

MIS4020 Business Data Communication Service

The course investigates to communicate among computer devices in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t covers the method of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and data exchange. The 
development of data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so encourages more data efficiency in data 
communication. This course also covers the basic concepts, components and current data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lated to wireless technology. 

MIS4041 Service Oriented Systems

In this course, the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and Web Service will be studied. The firms are 
required to have agility to survive and the agility comes from flexible and interoperable infrastructure 
of the information systems. And also, the principles and technologies of the component-based and 
object-oriented architecture, which are the basic structure for the interoperability will be studied.

MIS4045 Business Data Communication Service

Students will learn the concept and elements of customer relasionship management that supports 
marketing activities between customers and corporation. Through case study, student will study 
how to use those system. In addition, students are expected to facilitate the business data for 
fast and accurate decision making process by consolidating and analyzing the data and 
information that comes from the overall business management. This course will also teaches 
some data mining techniques includ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decision trees.

MIS4012 Ubiquitous Computing

This course covers 3-dimension environment and user environment concept for Ubiquitous Computing 
and the effect of U-commerce. In addition, this course also covers the economic impact for the 
latest service in the different types of industry.

MIS4039 Business Systems Analysis 

This course examines the analyzing processes and methodologies to develop information systems. 
This course also covers the managerial and technical issues along the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SDLC) to improve student's basic capability to become a system analyst.

MIS4027 IT Service Management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concept and methodology of service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 and practice the IT service management with case studies. A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increases, the necessity of efficient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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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4038 Knowledge Management

This course examines the concept and element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  
knowledge-based society. Students are able to learn the concept of knowledge, the process of 
exploring and sharing knowledge, measurement of knowledge asset, strategy and process of 
implementing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echnology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Students are able to learn and discuss the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for 
individual and group that hav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professional system that 
provides professional consult. so they can make a best decision regarding issues.

MIS4044 Project Management

This course covers the understanding of project and introduction of modern project management 
technology. Students will learn the essential points for implementing, building, finishing and 
evaluating project and discuss the case studies from the text book and practice the schedule 
management by using MS-Project and the observation and control of PMIS

MIS4010 IT Governance

This course examines the basic concept of IT governance, essential components, and method 
for implementing governance system into organization. As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T governance increases.

MIS4043 Decision Making Systems

Decision making process is composed of intelligence, design, choice, and implementation phase. 
On the basis of this process, decision support system centered on functional design will be studied. 
Also Data Warehousing system derived from data driven approach will be discussed.

MIS403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concept and detailed method of hacking and intrusion in the information 
security. It covers technological security infrastructures and solution in business environment.



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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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생명과학은 자연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명

체들을 대상으로 그 구성과 생명현상의 본질을 연구

하여 인류생활 향상을 위해 응용할 수 있는 학문 영

역으로서, 생명과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생명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여 생물 전체에 대한 기본연구와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에 밝혀

진 첨단 생명과학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다양한 연구 분야와 생명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

을 함양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과정은 강의와 실험을 병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에도 각 분야의 최신 

생명과학 기술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생명과학

의 빠른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의 운영방법을 추구한다. 학기별 학년별로 구성

된 단계적이고 조화로운 교과편성을 통하여 학생들

의 이해능력과 개인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특히 오늘날 인류사회에 크

게 문제되고 있는 의료보건문제, 식량문제, 자연환

경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국내 및 세계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면서 21세기는 바이오 시대라고 할 만큼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는 기

초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결과가 의약학 및 다양

한 생명관련 산업에 바로 적용되어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에 어느 분야보다도 기초연구의 가치가 큰 

학문분야이다. 더욱이 오늘날 바이오기술과 생명자

원이 산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이에 따른 

수요도 경쟁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생명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세포의 단백질 및 유전자 수준에

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발전해가고 있으며 

분자수준의 연구와 이들 유전자 및 단백질의 조작과 

같은 고도의 첨단이론과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가 발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많은 선진국에서 

바이오 분야를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국외 

명문 교육기관들과 국내 바이오특성화대학들은 기

초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최근 전 세계 산업의 트렌드는 생명과학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과학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

으로 집중 육성되며 동시에 생명과학 전공자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생명과학 전공자의 진로는 

매우 밝은 편이며 진출 가능 분야도 매우 다양한 편

이다.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을 접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공립기초과학 

및 생명공학관련 연구소, 병원, 제약회사, 생물공학

생명과학과

Life Science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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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사,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벤처회사, 국립

보건연구소, 외국인 생명과학 연구소 등의 연구원이

나, 국내외 대학 교수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교직 과

정이나 교육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여 중·고등학교 교

사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의 도입으로 인하여 생물학을 공부한 후 의학전문대

학원으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

며, 국가고시 등을 통하여 변리사, 특허법 변호사,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같은 분야로도 진출하

는 길도 열리고 있다.

 교수소개

김 선 정

전 공 분 야 분자 세포 생물학

세부연구분야 암 후성유전학, 진핵 유전자 발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생물교육학과(생물교육학)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분자생물학)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분자생물학) Ph.D

담 당 과 목 세포학및실험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종양생물학 논문연구지도1
대학생물학
및 실험 I

대 표 저 서

신경생물학-뇌의 탐구, 2009, (주)바이오메디북 

생명과학, 2004, (주)광림사

생명과학의 이해, 2002, (주)교학사

대 표 논 문

Characterization of mouse synaptic vesicle-2-associated protein (Msvop) specifically expressed in 
the mouse central nervous system. Gene 429, 44-48. (2009)

Characterization of a novel mouse brain gene (mbu-1) identified by digital differential display. Gene 
395, 144-150. (2007)

Analysis of cag-8:  a novel polyQ-containing gene in the mouse brain. Biochem. Biophys. Res. Commun. 
346, 1254-1260. (2006)

서 영 록

전 공 분 야 환경생물학 및 동물생리학

세부연구분야 분자 독성학, 독성 유전체학, 환경 의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생물학과(전공) 농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곤충생리학(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분자생물학(전공) Ph.D

담 당 과 목 동물생리학 및 실험 환경생물학 논문연구지도1 생명과학전공실험2

대 표 저 서
간호사를 위한 임상약리학-제55장 함암제, 2005, 범문사

간호사를 위한 임상약리학-제12장 결핵치료제, 2005, 범문사

대 표 논 문

Selenomethionine regulation of p53 by Ref1-dependent redox. Proc. Natl. Acad. Sci. U S A. 99(22): 
14548-14553 (2002)

Selenomethionine induction of DNA repair response in human fibroblasts. Oncogene 21 (23): 3663-9 
(2002)

Base Excision Repair (BER) defect in gadd45a-deficient cells. Oncogene  26(54):7517-25 (2007)

서 태 근

전 공 분 야 미생물학

세부연구분야 분자바이러스학

학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Ph.D

담 당 과 목 미생물학 생명과학전공실험1 바이러스학 논문연구지도1

대 표 논 문

hSNF5 Is Required for Human Papillomavirus E2-Driven Transcriptional Activation and DNA Replication, 
Intervirology, 54:66-77, 2010 

DNA-PK/Ku complex binds to latency-associated nuclear antigen and negatively regulates Kaposi's 
sarcoma-associated herpesvirus latent replication, Biochem Biophys. Res. Commun,. 394:934-939,  2010 

Identification of the DNA sequence interacting with Kaposi's sarcoma-associated herpesvirus viral 
interferon regulatory factor 1, J. Virol., 81:12680-1268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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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 석

전 공 분 야 면역학

세부연구분야 분자면역학, 핵산생화학, 천연물생명과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생물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응용생물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Oregon State University 분자유전학과(전공) Ph.D

담 당 과 목 생물의학개론 면역학 단백질체학 생물물리학 멘토프로그램 논문연구지도2

대 표 저 서

면역학 (The Immune System) 번역서, 라이프사이언스

미생물학 (Microbes) 번역서, 월드사이언스

생명과학 (Life Science), 도서출판 북스힐

대 표 논 문

Roles of base excision repair subpathways in correcting oxidized abasic sites in DNA. FEBS Journal 
273; 1620-1629.

Removal of oxidative DNA damage via FEN1-dependent long-patch base excision repair in human 
cell mitochondria.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28; 4975-7987.

The exonuclease TREX1 is in the SET complex and acts in concert with NM23-H1 to degrade DNA 
during granzyme A-mediated cell death. Molecular Cell 23; 133-142.

이 병 무

전 공 분 야 유전학 

세부연구분야 식물분자유전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작물유전육종전공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Texas A&M 대학교 Genetics Ph.D

담 당 과 목
식물조직배양
학 및 실험

생명과학전공
실험2

현대식물학 유전체학 논문연구지도1
대학생물학
및 실험1

대 표 저 서 유전자클로닝 입문(5판), 월드 사이언스, 2007

대 표 논 문

A gene family encoding RING finger proteins in rice: their expansion, expression diversity, and 
co-expressed genes. 2010 PMB 

Expression diversity and evolutionary dynamics of rice duplicate genes. 2009 Mol. Genet. Genomics. 

Evolution of non-specific lipid transfer protein (nsLTP) genes in the Poaceae family : their duplication 
and diversity. 2008 Mol. Genet. Genomics.

이 재 영

전 공 분 야 구조생물정보학

세부연구분야 구조생물학, X-ray 결정학, DNA 대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생화학 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구조생물학 전공) Ph.D

담 당 과 목 생화학 생명과학전공실험1 생명공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논문지도연구2

대 표 논 문

Yeo HK and Lee JY (2009). Crystal structure of Saccharomyces cerevisiae Ygr203w, a homolog of 
single-domain rhodanese and Cdc25 phosphatase catalytic domain. Proteins 76, 520-524.

Lee JY and Yang W. (2006). UvrD helicase unwinds DNA one base pair at a time by a two-part power 
stroke. Cell. 127, 1349-1360.

Lee JY, Chang J, Joseph N, Ghirlando R, Rao DN, and Yang W. (2005) MutH complexed with hemi- 
and unmethylated DNAs: coupling base recognition and DNA cleavage. Mol Cell. 20, 155-166.

장 원 희

전 공 분 야 발생학

세부연구분야 크기조절, 세포운동, 나노물질독성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농화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Dayton 생물학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Rice University 생화학 및 세포생물학 Ph.D

담 당 과 목 동물조직배양학 발생학 주니어세미나 생물통계학 논문연구지도1

대 표 저 서 생명과학 (Life Science), 도서출판 북스힐

대 표 논 문

Combining experiments and modelling to understand size regulation in Dictyostelium discoideum. (2008) 
J R Soc Interface 

A protein in crude cytosol regulates glucose-6-phosphatase activity in crude microsomes to regulate 
group size in Dictyostelium. (2006) J Biol Chem

Mathematically modelling the effects of counting factor in Dictyostelium discoideum. (2006) Math Med B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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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민

전 공 분 야 식물유전학 및 생리학

세부연구분야 분자마커 개발 및 기능성 식물 유전자 연구

학사학위과정
단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농학과
생명과학과

학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식물육종유전 Ph.D

담 당 과 목 유전학 식물생리학및실험 대학생물학및실험2 논문연구지도2

대 표 논 문

Chung, S-M., M. Vaidya, and T. Tzfira. 2006. Agrobacterium is not alone: gene transfer to plants by 
virus and other bacteria. Trends in Plant Sci.11 (1): 1-4.

Dafny-Yelin, M., S-M Chung, E. L. Frankman, and T. Tzfira. 2007 pSAT RNA interference Vectors: 
A Modular Series for Multiple Gene Down regulation in Plants. Plant Physiology. 145: 1272-1281.

Cavagnaro P., S-M. Chung, M. Szklarczyk, D. Grzebelus, D. Senalik, A.E. Atkins, and P. Simon. 2009. 
Characterization of a deep-coverage carrot (Daucus carota L.) BAC library and initial analysis of 
BAC-end sequences. Mol Genet Genomics. 281: 273-288.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IO2001 환경생물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BIO2004 분류학 3 3 기초 학사2년 2

BIO2006 유전학 3 3 기초 학사2년 1 교직연계

BIO2010 생화학 3 3 기초 학사2년 1 교직연계

BIO2011 세포학및실험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2 교직연계

BIO2012 생명공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BIO2019 미생물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교직연계

BIO2020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3 1 4 기초 학사2년 1

BIO2021 생명과학전공실험1 3 1 4 기초 학사2년 1 팀티칭(2명)

BIO2022 동물조직배양학 3 3 기초 학사2년 2

BIO2023 생명과학전공실험2 3 1 4 기초 학사2년 2 팀티칭(2명)

BIO2024 현대식물학 3 3 기초 학사2년 2

BIO2025 생물의학개론 3 3 기초 학사2년 2

BIO4019 분자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교직연계

BIO4020 동물생리학및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IO4022 생물정보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IO4023 주니어세미나 1 1 전문 학사3~4년 2 개방형강좌

BIO4024 면역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IO4027 식물생리학및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2

BIO4028 진화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1

BIO4030 발생학 3 3 전문 학사3~4년 1

BIO4032 생물물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IO4033 신경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2

BIO4035 단백질체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팀티칭(2명)

BIO4036 유전체학 3 3 전문 학사3~4년 2

BIO4037 멘토프로그램 1 1 전문 학사3~4년 1 개방형강좌

BIO4038 생물자료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1 세미나

BIO4039 논문연구지도1 2 0 4 전문 학사3~4년 1 팀티칭(4명)

BIO4040 종양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2

BIO4041 논문연구지도2 2 0 4 전문 학사3~4년 2 팀티칭(4명)

BIO4042 바이러스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IO4043 생태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교직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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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생명과학

전문가 양성 분야

미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동물조직배양학,

생명과학전공실험1&2

세포학및실험, 

생명공학,

현대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단백질체학, 발생학,

생태학, 생물자료분석,

진화생물학,

멘토프로그램,

논문연구지도1&2,

생물정보학,

식물생리학및실험,

유전체학, 바이러스학,

동물생리학및실험,

신경생물학, 생물물리학,

종양생물학,

주니어세미나

유기화학,

의생명기기분석,

세포및조직공학,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생물 교육

관련 분야

유전학,

생태학,

세포학 및 실험,

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발생학, 분류학,

생물물리학, 유전학, 생물교육론,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

생화학1

생화학2

복수전공 트랙

미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명공학,

식물조직배양및실험,

동물조직배양학,

생물의학개론

분자생물학, 면역학,

발생학,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바이러스학, 생물정보학, 

동물생리학및실험, 식물생리학및실험,

생물물리학,

신경생물학 

의생명기기분석,

세포및조직공학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화학과 CHE2005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3

의생명공학과 BME2001 유기화학 3

의생명공학과 BME2011 의생명기기분석및분석 3

의생명공학과 BME4012 세포및조직공학 3

화학과 CHEM2006 물리화학 3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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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BIO2001 환경생물학 Environmental Biology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 화학, 생물 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배운다. 환경생물학을 통해 학생들은  통합적이
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 생명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된다.

BIO2004 분류학 Taxonomy

동·식물 분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및 기준을 설명한다. 즉 동물의 경우 단세포 및 다세포성의 여부, 
배열의 수, 소화관의 모습, 골격 및 기관계의 성질이나 위치 등을 다루며, 이에 따라 분류된 각 동물의 
계층에 대한 특징을 강의한다. 또한, 식물의 경우는 기관학적인 특색으로서 분류군의 한계를 정함과 아울
러, 식물학의 각 분야인 형태학, 해부학, 발생학, 화분학, 세포학, 생리학, 화학분류학, 생물지리학 및 
고생물학에 의거한 기본분야를 강의하고 분류체계를 확립한다.

BIO2006 유전학 Genetics

고등생물에서 유전기초로 멘델의 유전원리와 세포 분열의 관계를 설명하고, 성과 유전, 사람의 유전,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와 형질 발현의 유전적 조절과정을 강의한다.

BIO2010 생화학 Biochemistry

유기화학에서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생체에너지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대사작용,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대사에 관한 원리를 이해시키고, 생화학이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주지시킨다.

BIO2011 세포학및실험 Cell Biology and Lab.

세포의 분자 구성과 이들의 성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구조 및 기능적인 차이,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세포 분열에 대하여 강의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BIO2012 생명공학 Biotechnology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중요한 항암제, 호르몬, 항생제 및 효소의 생산, 
간염백신 및 혈액응고제의 개발, 영양가 높은 식품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BIO2019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세계를 통해보는 세균과 이에 관련된 기타의 미생물을 설명하고, 미생물의 성장, 생장 및 응용 
면으로 농업, 산업, 의학분야와 관련지어 연구한다.

BIO2020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Plant Tissue Culture & Laboratory

식물의 조직을 무균상태에서 배양증식하고, 식물체로의 재분화 방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위주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식물체의 조직배양기술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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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2020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Plant Tissue Culture & Laboratory

식물의 조직을 무균상태에서 배양증식하고, 식물체로의 재분화 방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위주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식물체의 조직배양기술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BIO2021 생명과학전공실험1 Biological Experiments for Life Science1

본 과목에서는 생명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기본 실험을 습득하고자 한다. 생명과학전공실험 1에서는 미생물
의 동정과 분리하는 순수배양법, DNA와 단백질의 정제 및 검출법, DNA 조작기술 등을 다룬다.

BIO2022 동물조직배양학 Animal Tissue Culture

식물 및 동물 조직 배양의 이론적 원리와 실제 배양방법에 대해 강의 한다.식물조직배양을 위한 설비, 절차, 
무균법 등을 논하고 약배양, 소포자배양, 원형질체 배양, 원형질융합 등에 대하여 방법과 이론을 강의한다. 

BIO2023 생명과학전공실험2 Biological Experiments for Life Science2

분자유전공학의 기본 개념인 유전자 cloning을 위한 실험 및 유전자의 분리, 확인방법 등을 실습한다.

BIO2024 현대식물학 Plant and Society

식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강의하여 식물의 중요성과 현대 식물 분야의 응용을 
소개한다.

BIO2025 생물의학개론 Medical Biology

질병관련 생물학적 기작을 분자수준에서 고찰하고 의학에서 생명과학의 기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소개한다. 유전병 및 암의 발병기작, 진행 및 치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유전체와 단백질체 
등을 이용한 의학 연구 생물학적 원리를 강의한다.

BIO4019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세포의 핵심 구성물질인 핵산과 단백질에 대한 분자수준에서의 특징을 살피고 여러 분자생물학 기법을 
소개한다. 유전자의 구조 및 발현 조절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BIO4020 동물생리학및실험 Animal Physiology & Lab.

동물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 즉 생명유지를 위한 조절작용을 습득한다. 막현상과 관련되는 
근육 및 신경생리, 삼투압조절과 호흡 순환 배설에 대한 생리를 강의하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해시킨다.

BIO4022 생물정보학 Bioinfomatics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방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 분석을 위하여 생물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분 분야를 탄생
시켰다. 여기에는 유전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이용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본 강좌에서는 대표적인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NCBI 등)를 이용하여 논문 찾기, BLAST, 계통
분류학적 분석, 염기서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습득과 이용 방법에 대해 실습을 통해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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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4023 주니어세미나 Junior Seminar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생명 과학의 신기술에 대해 보도한다. 지금 생명 과학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는 
무엇인가 짚어보고 어떠한 기술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이 기술들이 어떠한 응용성을 갖는지를 
공부한다. 또한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명 과학 기술의 허점을 짚어보며 생명과학자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 윤리를 토론 등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본다.

BIO4024 면역학 Immunology

인간을 포함한 고등생명체의 주요 방어수단인 면역계의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면역작용의 생화
학적 분자세포생물학적 원리를 강의한다. 복잡한 네크워크로 구성되는 면역체계의 구성과 각 구성요소의 
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면역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의 원리에 관해 설명한다.

BIO4027 식물생리학및실험 Plant Physiology and Lab.

식물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원리 : 식물의 수분의 흡수 과정과 증산 작용의 원리와 중요성, 광 
에너지에 의한 광합성, 광합성 물질의 이용, 식물의 생장발달에 미치는 조절물질의 작용, 광주기에 의한 
영향들에 관하여 생리적인 측면에서 강의하며 이들과 관련된 실험을 하여 이해를 돕는다.

BIO4028 진화생물학 Evolutionary Biology

종의 기원에 관해 배운다. 공통조상에서 후손들이 어떻게 진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후손들 사이의 
분화 및 다양성이 어떻게 야기되는지 등에 관해 배운다.

BIO4030 발생학 Developemental biology

발생과정은 생식세포 (난자 와 정자) 들이 만나서 수정란을 이룬 후, 개체를 형성해 가는 경이로운 생명현상
이다. 동물발생은 생식세포의 형성에서부터 수정란, 난할, 포배, 낭배 등의 기관의 발달에 이르는 초기 
분화 및 기관과 장기 등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개체를 완성시킨다. 동물발생학 분야에서는 수정란이
라는 하나의 동일한 유전정보로부터 어떻게 다양하게 분화된 세포와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 내는지를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리학적 방법을 통하여 메카니즘을 이해하도록 한다.

BIO4032 생물물리학 Biophysics

생물물리학은 생명현상을 화학적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규명하는 학문으로 지금까지 발전된 여러 실험적 
도구 및 방법들을 생명과학에 확대 적용하여 생명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열역학, 생화학, 분자 생물학의 지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강의한다. 현대 생물물리학의 연구내용의 주된 
관심사인 단백질과 핵산등의 구조와 그 결정 방법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현대 생물물리학에 연관되는 
다양한 실험수법의 근본원리와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BIO4033 신경생물학 Neuroscience

생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경계의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이다. 신경생물학은 자극
의 감지, 빛, 온도, 소리, 중력, 냄새에 대한 반응과 감정, 기억, 운동,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활동 
등에 관여하는 신경세포의 구조적이고 생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BIO4035 단백질체학 Proteomics

생명체의 전체 유전자인 게놈에 의해 발현되는 모든 단백질의 총합인 프로테옴을 다루는 학문으로,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모든 단백질을 분석하고, 기능을 밝혀내는 것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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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4036 유전체학 Genomics

생명체 내의 모든 유전자들의 구조 및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유전자 지도작성, 염기분석, 돌연변
이의 생산 및 분석, 질병 유전자 및 특수 형질 관련 유전자 기능연구, 분자표지인자 개발연구에 대해 배운다.

BIO4037 멘토프로그램 Life Science Mentoring Program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명과학 학문 영역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생명과학 전공학생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전문분야 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된다. 연구분야, 바이오산업분야, 대학원 
등의 분야 별 전문가(Mentor)와의 토론을 통해 사회 진출 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며, 발표 
및 면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진다.

BIO4038 생물자료분석 Data Analysis in Biology

본 강좌는 생명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통계학적 
분석방법, 다양한 현대생명과학 분야의 논문을 비평적으로 읽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의 발표와 
교수의 이론 강좌가 병행된다.

BIO4039 논문연구지도 1 Research and Thesis1

졸업 논문 작성시 실험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이며, 해당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반드시 
실험 결과로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자신이 정한 실험실에서 반드시 매주 6시간 이상 실험을 해야 
하며, 해당 실험실 교수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실험법과 
실험 노트 작성법을 습득한다.

BIO4040 종양생물학 Tumor Biology

본 강좌는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암의  발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소개한다. 세포성장 조절과 
조직의 구성에 관련된 조절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암의 진행,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동물,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의 연구기법을 소개한다.

BIO4041 논문연구지도 2 Research and Thesis2

졸업 논문 작성시 실험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이며, 해당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반드시 
실험 결과로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자신이 정한 실험실에서 반드시 매주 6시간 이상 실험을 해야 
하며, 해당 실험실 교수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실험법과 
실험 노트 작성법을 습득한다. 논문연구지도 1과 독립적으로, 혹은 연속해서 수강할 수 있다.

BIO4042 바이러스학 Virology

세균과 바이러스의 종류, 생활사, 그리고 타생물과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로서 그들의 
특성, 숙주, 증식방법, 분류법과 이들에 의한 질병, 그리고 병리, 유전, 및 생명공학에 응용되는 이용방법을 
강의한다.

BIO4043 생태학 Ecology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태학에서는 수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연계 
내의 한 구성원과 다른 구성원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학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종합‧분석하여 자연의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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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바이오환경과학은 지구 3대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바이오산업 시대에 발맞추어 인재 양성을 목적

으로 새롭게 탄생한 학문 분야이다. 바이오환경과학

은 바이오자원을 활용하여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정보화기술(IT), 나노기술(NT)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융합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을 정립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응용과학 분야이다.

바이오환경과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점 분야로

는 바이오자원 기술 개발, 환경생명공학을 활용한 자

생식물 증식 보전기술 개발, 환경정책 수립, 훼손된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바이오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학기술 개발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육상생태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비

롯하여 수자원 및 수질오염과 관련된 전문가를 육성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자

원과 환경과학을 연계시켜 특성화를 추진하여 미생물, 

식물자원, 산림자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과학 분

야에 적용시켜 자연을 치유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

는 새로운 복지사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

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교류 및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또는 국가 연구기관과

의 산학연 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

장감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기초과학 지식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여 

응용력 및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

 2. 바이오환경과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에서의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3. 합리적 사고와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4. 지구촌 국제적 감각을 갖춘 바이오환경인 양성

바이오환경과학과의 주요 학문 내용 및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바이오자원 생산기술 등을 연구하는 바이오자원 

기술 분야

 - 환경교육, 기후변화, 환경정책 등을 연구하는 지

속가능환경시스템 분야

 - 자생식물학, 환경조림학 및 실습, 기후변화와 사

막화 등을 연구하는 환경생명공학 기술 분야

 - 바이오재료, 친환경소재, 생물재료물성학 등을 

연구하는 바이오신소재 개발 분야

 - 환경계획, 생태공학, 환경지리정보공학 등을 연

구하는 환경생태공학 기술 분야

 - 식물유전자원, 식물생화학, 약용식물학 등을 연

구하는 식물생명공학 기술 분야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공학, 천연고분자화

학 등을 연구하는 바이오에너지 기술 분야

 - 토양학, 토양오염 및 복원, 토양미생물 등을 연구

하는 생물정화 기술 분야

바이오환경과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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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화학 및 공정기술을 적용하는 대기환경, 수질

환경 복원기술 분야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구환경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과학 분야에 대한 수

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UN을 중심으로 지구 온

난화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사막화 확산으로 발생하는 황사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분야의 3

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자원

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환경과학 분야는 

생물학, 화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바

이오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자원을 육성하

는데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을 접목하여 고도로 집

적된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자연환경 분야 및 환경관

련 산업에 적용하여 신수요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와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산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생

태계 복원 기술, 환경생명공학 기술, 바이오에너지 

개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더

불어 바이오환경과학 분야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정립하여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 

간에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

가고 있는 유망한 학문 분야이다.

 졸업 후 진로

- 공무원(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환경직, 산림직 

공무원)

- 연구소(정부산하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바이

오벤처연구소 등)

- 대학(각 대학 석/박사 연구원, 대학교수로 활동)

- 기업체(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체, 환경관련 공기

업, 바이오환경산업관련 기업체 등)

 교수소개

이 명 훈

전 공 분 야 육 종 학

세부연구분야 바이오자원 개발 및 생산기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강원대학교 농학과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Hawaii주립대학교 농학과 농학박사

담 당 과 목 생물환경통계학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바이오자원생산기술

대 표 저 서

육종학범론 (향문사)

식물육종학 (선진문화사)

농업유전학 (향문사)

대 표 논 문

고품질 찰옥수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브리틀 스위트 콘 신품종의 주요 특성

초당옥수수 신품종의 주요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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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화 영

전 공 분 야 지속가능환경시스템

세부연구분야 환경정책학, 기후변화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교육 및 실습 환경정책학 기후변화학

대 표 저 서
산림경영학 (향문사)

숲과 환경과 인간 (문음사)

대 표 논 문

산촌지역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주민의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부분의 법·제도적 개선 (환경법연구)

우리나라 산림법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한 법적구조 연구 (산림경제연구)

강 호 덕

전 공 분 야 환경생명공학

세부연구분야 사막화방지학, 조림학, 자생식물보전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Iowa주립대학교 임학과 임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Iowa주립대학교 임학과 임학박사

담 당 과 목 자생식물학 환경생명공학 및 실험 환경조림학

대 표 저 서
산림생명공학의 연구동향 (농진청)

바이오산업과 환경 (문음사)

대 표 논 문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let formation from a rare and endangered tree species, Oplopanax 
elatus (J. Plant Biology)

Mass-production of Eleutherococcus seoulensis seedlings through somatic embryogenesis (Kor. For. Soc.)

Genetic analysis of 5 mountain cultivated Ginseng and wild ginseng in Korea (Kor. For. Soc.)

김 대 영

전 공 분 야 바이오신소재공학

세부연구분야 생물재료과학, 친환경재료

학사학위과정 강원대학교 임산가공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강원대학교 임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동경대학 생물재료과학전공 농학박사

담 당 과 목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친환경소재 및 실습 생물재료물성학

대 표 저 서 최신 목재화학 (선진문화사)

대 표 논 문

Rapid-cooling, continuous-feed pyrolyzer for biomass processing: Preparation of levoglucosan from 
cellulose and starch (Journal of Analytical and Applied Pyrolysis)

A study o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vegetation foundation for rooftop greening using wood 
waste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A study on pyrolytic and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ftwood and hardwood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오 충 현

전 공 분 야 생태공학

세부연구분야 환경생태학, 생태공학

학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조경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지리정보공학 환경계획학 생태공학 및 실습

대 표 저 서

자연자원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숲, 마음, 행동-숲으로 간 심리학 (도서출판 숲과 문화)

대 표 논 문

민통선 지역 폐 군 생활관 주변 식물의 입지별 귀화율 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일본목련의 분산 및 식물군집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서울지역 서어나무림의 군집구조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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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 형

전 공 분 야 식물유전자원생명공학

세부연구분야 식물생명공학, 바이오자원 및 기술, 약용식물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박사

담 당 과 목 식물생명공학 식물생화학 바이오과학 및 실험

대 표 저 서 식물형질전환 -벼 형질전환 프로토콜- (정문각)

대 표 논 문

Plant genetic resources in Lam Dong province-Vietnam: Brief in medicine plants and wild orchids 
situation (한국자원식물학회지)

CPPU, TDZ, BAP처리가 산취선인장 자구증식에 미치는 영향 (원예과학기술지)

pCAMBIA 1300벡터를 이용한 일미벼의 형질전환 및 잎의 전자현미경적 관찰 (한국자원식물학회지)

강 규 영

전 공 분 야 바이오에너지공학

세부연구분야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정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박사

담 당 과 목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바이오에너지 생물재료보존과학

대 표 저 서 바이오산업과 환경 (문음사)

대 표 논 문

An evaluation of British Columbian beetle-killed hybrid spruce for bioethanol production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Downregulation of cinnamoyl-coenzyme A reductase in poplar: Multiple-level phenotyping reveals 
effects on cell wall polymer metabolism and structure (Plant Cell)

A rapid microassay to evaluate enzymatic hydrolysis of lignocellulosic substrates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김 수 정

전 공 분 야 토양환경학

세부연구분야 토양학, 토양미생물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Missuri주립대학교 토양환경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화학 토양환경학 및 실험 환경미생물학

대 표 저 서 농업환경학 (도서출판 씨아이알)

대 표 논 문
Biosorptive capacity of Cd(II) and Cu(II) by lyophilized cells of Pseudomonas stutzeri (Journal of General 
and Applied Microbiology)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ES2001 바이오환경과학Ⅰ 3 3 기초 학사1년 1 팀티칭

BES2002 바이오환경과학Ⅱ 3 3 기초 학사1년 2 팀티칭

BES2003 유기화학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ES2004 환경교육 및 실습 3 1 3 기초 학사2년 1 실험/실습

BES2005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3 1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실험/실습 (FOR4003, EEE2005 대체)

BES2006 환경화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BES2007 바이오환경산업 3 3 기초 학사2년 2 팀티칭

BES2008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3 1 3 기초 학사2년 2 실험/실습 (PLA4047, PLA4051 대체)

BES2009 생물재료물성학 3 3 기초 학사2년 2 (FOR2007, EEE4005 대체)

BES2010 환경계획학 3 3 기초 학사2년 2 (FOR4013, EEE2007 대체)

BES4001 생물환경통계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LA2023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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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ES4002 기후변화학 3 3 전문 학사3-4년 1 (FOR4008, EEE4010 대체)

BES4003 자생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FOR2004, EEE2004 대체)

BES4004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3 3 전문 학사3-4년 1 (FOR2002, EEE2002 대체)

BES4005 식물생명공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PLA2026 대체)

BES4006 환경생명공학 및 실험 3 1 3 전문 학사2-3년 영어 2 실험/실습 (FOR4015, EEE4013 대체)

BES4007 바이오과학 및 실험 3 1 3 전문 학사2-3년 영어 2 실험/실습 (PLA2020 대체)

BES4008 생물재료보존과학 3 3 전문 학사2-3년 2 (FOR4007, EEE4016 대체)

BES4009 환경미생물학 3 3 전문 학사2-3년 영어 2 (PLA4052 대체)

BES4010 친환경소재 및 실습 3 1 3 전문 학사3-4년 1 실험/실습 (FOR4012, EEE4014 대체)

BES4011 환경지리정보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FOR4006, EEE4007 대체)

BES4012 식물생화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LA2022 대체)

BES4013 토양환경학 및 실험 3 1 3 전문 학사3-4년 1 실험/실습 (PLA4040 대체)

BES4014 대기환경학 3 3 전문 학사3-4년 1

BES4015 바이오자원생산기술 3 3 전문 학사3-4년 2 (PLA2021 대체)

BES4016 환경정책학 3 3 전문 학사3-4년 2 (FOR4004, EEE4009 대체)

BES4017 환경조림학 3 3 전문 학사3-4년 2 (FOR4014, EEE4012 대체)

BES4018 생태공학 및 실습 3 1 3 전문 학사3-4년 2 실험/실습 (FOR4011, EEE4015 대체)

BES4019 바이오에너지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FOR2006, EEE4017 대체)

BES4020 수질환경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바이오자원 /
환경생명공학

생물환경통계학
자생식물학
식물생명공학
환경화학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환경생명공학
식물생화학

토양환경학 및 실험
바이오자원생산기술

환경조림학
바이오과학 및 실험

환경미생물학

생명공학(생명과학)
생화학(생명과학)
미생물학(생명과학)

환경정책 /
생태공학

환경교육 및 실습
환경계획학

기후변화학
환경지리정보공학

환경정책학
생태공학 및 실습

GIS(지리교육)
생태학(생명과학)

바이오신소재 /
바이오에너지

유기화학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생물재료물성학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바이오에너지

친환경소재 및 실습
생물재료보존과학

생물소재공학
(화공생물공학)

대기환경 /
수질환경

바이오환경산업
환경화학

대기환경학
수질환경학

환경공학
수질공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복수전공트랙
바이오환경과학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자원생산기술
환경정책학

환경생명공학 및 실습
친환경소재 및 실습
생태공학 및 실습
식물생명공학
바이오에너지

토양환경학 및 실험
대기환경학
수질환경학

생물소재공학
나노소재공학
(화공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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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2001 바이오환경과학I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I

바이오과학의 학문적 배경, 관련 직종, 역할과 전망 등 전공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BES2002 바이오환경과학II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II

환경과학의 학문적 배경, 관련 직종, 역할과 전망 등 전공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BES2003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유기물질의 명명법, 물리･화학적 성질, 입체화학, 분자구조 및 반응원리를 학습하고, 화학물질의 작용기의 
특성과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BES2004 환경교육 및 실습 Environmental Education and Practice

인간과 인간의 문화,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생물물리학적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개발하기 위한 개념의 확립과 가치의 인식을 강의한다. 또한 환경의 질과 관련된 논쟁에 관해 
자발적 행동과 의사결정의 실행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BES2005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습 Natural Polymer Chemistry and Lab.

각종 천연 고분자의 화학적 조성과 각 성분의 이용방법에 대해 강의하며, 실험을 통하여 천영 고분자의 
화학적 분석방법 및 유도체화에 대한 기술을 습득한다.

BES2006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토양-물-대기환경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기초적 화학반응과 이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 등에 
대해 학습한다.

BES2007 바이오환경산업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Industry

바이오환경산업의 배경, 관련 직종, 역할과 전망 등 전공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생명과학 BIO4043 생태학 3

생명과학 BIO2012 생명공학 3

생명과학 PRI4028 생물학개론 3

생명과학 BIO2004 분류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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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2008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Bio-resources and Field Training

자원식물의 분류, 발아 생리, 생육 특성 및 재배 생산기술 등을 현장에서 조사, 실습하여 식물자원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자원식물의 생장, 등숙생리, 수확, 저장, 이용 및 가공에 
대한 실습을 통하여 식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기술을 습득한다.

BES2009 생물재료물성학 Biomaterials Physics

생물재료의 미세구조와 해부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강의하고, 사진 자료를 통하여 생물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BES2010 환경계획학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생태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계획의 제반 개념과 이론을 습득하여 실제 토지이용계
획, 국토공간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의 다양한 환경계획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습득한다.

BES4001 생물환경통계학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생물통계학 및 환경통계학의 기초 이론과 실험 설계, 자료 분석 및 해석 방법 등을 이해시켜 효율적인 
실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BES4002 기후변화학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거･현재･미래를 비교/분석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생태적･사회적 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고찰한다.

BES4003 자생식물학 Endemic and Domestic Plants

본 강좌는 환경식물에 해당하는 목본식물의 기관구조 및 분류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식물의 형태적 특성을 
탐구하며, 최근 생물다양성 협약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생식물 유전자원보전 및 지속가
능한 이용 등 국제적 통합에 대하여 강의한다. 본 강좌는 생물다양성 보전, 특산식물,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복원, 고부가가치 외래 유전자원 도입, 해외 유출방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하여 이해한다.

BES4004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Global Environment and Biomaterials

지구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바이오재료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친환경재료의 개요에 대하
여 강의한다.

BES4005 식물생명공학 Plant Biotechnology

본 강좌에서는 식물유전,생명시스템, 유전체기능, 및 생명공학 기술의 기본 원리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응용 기술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자마커와 형질전환 기술을 활용한 환경적응 유전능력이 향상된 유용
식물 개발 과정을 공부한다. 특히, 유용 유전자를 도입한 환경스트레스 내성 형질전환식물 개발 및 기능성 
물질 생산을 위한 molecular farming 등 식물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 사례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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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4006 환경생명공학 및 실험 Environmental Biotechnology and Lab.

본 강좌는 생명공학 기술을 환경 분야에 접목하여 자연자원을 보전, 복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론 및 
연구방법을 습득하고, 미생물, 식물 등의 바이오자원을 활용하여 생물정화 기술에 적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분야에서 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고양토록 한다.

BES4007 바이오과학 및 실험 Bio-science and Lab.

본 강좌에서는 미세환경조절, 식물호르몬 조성변화 및 bioreactor를 이용한 식물 세포 및 조직을 배양 
증식하는 방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내성관련 유용유전자를 도입한 
GMO 식물의 개발 기술, 분자생물학을 바탕으로 한 plasmid DNA 및 genomic DNA 추출, PCR 분석, 
및 Southern 분석 등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BES4008 생물재료보존과학 Biomaterials Preservation Science

각종 생물재료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열화 인자와 그에 대한 각종 보존처리법에 대해 강의하고, 열화 
매커니즘 및 보존 원리를 익힌다.

BES4009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토양-물-대기를 포함한 환경생태계와 미생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필수영양소의 순환과 생물지구화학 
관련하여 미생물생태학 및 그 역할을 학습하고, 환경오염물질의 경감을 위한 미생물의 이용에 대해 이해한다.

BES4010 친환경소재 및 실습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and Practice

친환경소재의 생산과 가공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강의하고, 실습을 통하여 실제 제품을 만들어보거나 현장 
실습을 통하여 가공기술을 습득한다.

BES4010 기후변화학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거･현재･미래를 비교/분석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생태적･사회적 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고찰한다.

BES4011 환경지리정보공학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생태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생태자원의 조사, 모니터링, 분석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실제적인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관련 기술을 습득한다.

BES4012 식물생화학 Plant Biochemistry

본 강좌에서 식물 bio-molecule의 종류, 구조, 생리화학반응 및 생합성 대사과정에 대한 기초이론과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의 생리화학적 변화를 공부함으로써 환경과 식물생명현상의 관계를 이해한다. 또한 
본 강좌는 식물생명공학, 환경생명공학, 약용식물, 대사공학분야, 유전공학 등 다양한 BT 응용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유전체, 단백질, 대사물질 등에 대한 이용 전략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응용원리를 제공한다.

BES4013 토양환경학 및 실험 Soil Environmental Science and Lab.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환경매체인 토양학에 대한 기초과목이다. 토양의 생성/분류와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초와 토양의 보전, 토양생태계의 환경적 의의에 대하여 강의하고 관련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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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4014 대기환경학 Atmospheric Environmental Science

본 강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현상과 대기환경 특성에 대하여 과학적으
로 이해하고, 대기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한 최근의 첨단과학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양한 경로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관심을 제고토록 한다.

BES4015 바이오자원생산기술 Production Technology of Bio-resources Crop

바이오자원식물의 분류, 생리특성, 생장, 등숙, 가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시키고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강의한다.

BES4016 환경정책학 Environmental Policy

정책변동의 발생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이해를 위해 국내외 환경정책결정 이론을 강의한다. 또한 
전통적 공공정책 결정과정과 환경거버넌스 이론을 고찰한다.

BES4017 환경조림학 Environmental Silviculture

본 강좌는 자연환경 자원의 조성을 위한 종자, 묘목식재, 산림무육, 갱신방법 등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강의하고, 조림학의 이론을 임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조림사업, 건조사막지역을 포함한 불모지에 조림을 통하여 사막화방지 등의 환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을 증식하여 복원소재로 개발하여 환경생태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BES4018 생태공학 및 실습 Ecological Engineering and Lab.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측면에서 진단ㆍ평가하고 적절한 복원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및 관련 기술ㆍ소재 
개발에 대해 탐구한다.

BES4019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바이오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
고, 각종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제조방법과 이용 기술을 습득한다.

BES4020 수질환경학 Water Quality Environmental Science

본 강좌는 하천, 호수, 하구 등 자연수체에서 일어나는 수질변화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질오염원을 
정화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및 수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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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본 의생명공학과에서는 본교 및 생명과학대학의 교

육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혜의 체득과 원만한 인격

을 함양시켜 세계화와 급속히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생명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예

상되는 의생명공학 분야(Red Biotechnology)의 전

문 인력의 부족에 대비하고 신생･융합기술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

하여 의학과 연계한 의용전자공학, 의공학, 생물학, 

의생명과학 및 응용의생명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구체적으로 의생명공학 분야 가운데 본교

가 선택적으로 특성화하고자하는 기초의과학 분야

에서 새로운 기전/원인 연구 분야이면서 융합･복합

기술로서 미래유망 신기술로 발전 가능성이 큰 파

동･나노 생명공학 임상의과학 분야의 중개연구, 의

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연구, 근거중심의 의학, 제

품화기술 분야에서 재생의약, 천연물 및 한의약 그

리고 의료기기 및 바이오소재 분야의 전문가 및 기능

성식품, 기능성 미용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 분야의 미래인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한다. 또한 의생명공학전

공은 학부과정으로 의생명과학 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동대학원 석･박사 과정 진학

을 장려하여 배출된 우수한 의생명공학 분야 전문 

인력 가운데 교내 생명과학연구원의 전문연구인력

으로 활용하여 연구 활동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

하여 의생명공학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의 기초지

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 및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도덕적 책임의식 및 협동

심을 갖춘 국제수준의 의생명공학 분야 및 신생융합

기술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의생명공학전공의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1. 의생명공학 전반의 현장에서 제반 문제점을 이

해･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춤으로써 보건의료 및 산업현장에서 실무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시킨다.

2. 올바른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팀의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국제적으로 외국 전문가와 협동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시킨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주요 국가계획에서 의공학과 생명공학은 국가 전략

적 집중분야로 지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생명공

학육성계획인 Bio-Vision 2016에 의하면 생명공학

분야 인력 배출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이나 첨단 과학·기술인력 및 산업현장 요구 전

의생명공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Medical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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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차

세대 성장동력사업 분야인 바이오 신약･장기사업 발

전을 견인할 핵심인력이 2010년에는 7천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롭게 태동되는 신

생/융합기술 분야에 필요한 첨단인력에 대한 체계적

인 육성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 의료기기 산업은 연 평균 6% 이상 성장하고 

있고, 2011년 시장규모만 2천500억 달러로 예상된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가장 취약한 핵

심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2011년 중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석박사급 인력을 2천600명 이상 양성할 계획

이다. 의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현황을 보면, 우

선 Post-genome 신기술 분야로서 기능유전체학

(Functional  Genomics), 단백질체학(Proteomics) 

등 생명현상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게 됨으로서 예방

의학, 맞춤의약, 재생의학 등 다양한 의약학적 분야

가 출현되고 있다. 한편 구조생물학, 화학유전체학

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차세

대 성장동력사업 : 바이오･신약 장기기술개발, 줄기

세포기술개발, 뇌과학 분야, 바이오칩, 영상진단기

기 및 실버의료기기 등이 주요한 국가적 생명공학사

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방안을 제시하여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의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800억 원을 투

입해, 산학연간의 공동개발로 전략 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BIT, BNT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간

의 융합화에 따른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창출이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수립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바이오 신약･장기사업의 수행으로 2012년까지 수

출 200억불 달성과 함께 세계 7위 바이오산업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06)수립에 의하면 2015년까지 줄기세포분

야 세계 3위 진입을 목표로 2006년부터 10년간 4,300

억 원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Red Biotechnology를 

제품개발단계로 보면 기초의과학, 임상의과학, 제

품화기술 및 인허가로 분류된다. 기초의과학은 개별

적 요소 연구에서 최근에는 다학제간･통합적･융합

연구가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학제간 연구협력

체제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임상의과학은 근거중심

의료(Evidence Based Medicine/EBM)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과학과 임상연구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및 임상시

험 등 임상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품화

기술 분야는 다국적 제약기업과 생명공학기업,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시장 확

대 노력이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다. 연구 외적인 요소로서 인허가 문제는 국내 생명

공학 산업이 가장 뒤떨어진 분야에 하나이다. 새로

운 바이오제품개발과 규제간의 속도 불일치 발생은 

국내 의약품 개발을 통한 제품화에 심각한 저해요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과 안전성 평가기술

을 접목시킨 새로운 통합적･예측적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및 시스템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발전 전략 핵심기술로서 의공학과 

생명공학이 육성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

하고 일산병원과 연계한 의생명공학 기초연구 역량

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전･원인연구 분야이면서 융

합･복합기술로서 미래 유망 신기술로 발전 가능성이 

큰 파동･나노 생명공학, 임상의학분야의 중개연구,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연구, 근거중심의 의학, 

제품화 기술 분야에서 재생의약, 천연물 및 한의약 

그리고 의료기기 및 바이오소재 분야와 함께 기능성 

식품, 기능성 미용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방사선조

사 식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

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사회에 배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학부 졸업생들은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통한 전문 의료인이나 의과대학 교원으로 진출할 것

으로 예상되며, 파동･나노바이오, 의공학, 조직공학 

대학원 과정 진학을 통해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

척･견인하는 선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임. 또한 학부 졸업생 중 일부는 해외 유수의 

의과학 전공 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의생명공학 분야 특성화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학부 



366

및 대학원생은 의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서 

병원의 기초의학 연구실, 임상연구실의 연구원과 전

문연구인력으로 진출하거나 일반제약, 국내외 의료

기기 전문기업 및 생명공학기업, 국공립 보건의료기

관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교수소개

박 정 극

전 공 분 야 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조직공학 및 파동 연구

학사학위과정 연세 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화학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Leigh 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화학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Leigh 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화학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TERM 트렉] 생명공학입문 조직공학 

대 표 저 서

재생의학 - 천연고분자 (군자출판사, 2010)

기술의 대융합 - 생체조직공학 (고즈윈, 2010)

Fundamentals of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Bioartificial Liver (springer, 2009 )

대 표 논 문

Hair follicular cell/organ culture i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2010

In vitro hepatic differentiation of umbilical cor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2010

Correlation between scaffold in vivo biocompatibility and in vitro cell compatibility using mesenchymal 
and mononuclear cell cultures, Cell Biol. Toxicol, 2009

김 소 연

전 공 분 야 생화학

세부연구분야 Disease diagnosis, Protein chip, Aptamer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코넬대학(교) 생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코넬대학(교) 생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MNBT 트렉] 생화학 의생명 기기분석 및 실험 의생명공학개론

대 표 논 문

S. Kim*, J. Ha, K. Kim, K. Chae, M. Shon, J. Lee, Kwon, K. Lee.ImprovedSensitivityandPhysicalPropertiesofSol 
-GelProteinChipsUsingLarge-ScaleMaterialScreeningandSelection.AnalChem78 (21) 7392-7396 (2006)

J. Kwon, H. Lee, K. Lee, K. Chae, S. Lee and S. Kim* High Diagnostic Accuracy of Antigen Microarray 
for Sensitive Detection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Clinical Chemistry. 54(2) 424-428 (2008) 

J. Ahn, S. Park, M, Jo, H. Craighead, J.T. Lis, and S. Kim Selection and elution of aptamers using 
nanoporous sol-gel arrays with integrated microheaters. Lab-on-a-Chip, 9 1206-1212 (2009)

김 성 민

전 공 분 야 의공학

세부연구분야 의료기기 및 생체모델링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아이오와대학(교)
반도체공학과(전공)
의용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아이오와대학(교) 의용공학과(생체역학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MBE 트렉] 회로이론 및 실습 생체산호측정 및 분석실험 생체신호분석방법론

대 표 저 서

의공기사가 알아야 할 생체재료학(2009.정문각)

의공기사(산업기사) 의료안전 법규 및 정보(2008.교육개발연구원)

2002 보건산업백서(20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 표 논 문

A Biomechanical Model for Muscular Dysfunctin of Human Pharynx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 Microcalcification Detection Using Adaptive Contrast Enhancement on Wavelet Transform and Neural Network

A Study of Lateral Curve Angle Estimation for Femoral IM Nai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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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은

전 공 분 야 Biochemistry, Chemical Biology

세부연구분야 Biochip, Protein-Peptide Chemistry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hicago Dep. Chemistry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MNBT 트렉] 유기화학 생유기화학 화학생물학

대 표 저 서
Youngeun Kwon, Matthew A. Coleman and Julio A. Camarero Understanding Biology Using Peptides: 
New Tools for the Site-Specific Attachment of Proteins to Surface, New York, Springer, 2006.

대 표 논 문

Y. Kwon, C.  A. Hara, M. G. Knize, M. H. Hwang, K. S. Venkatesteswaran, E. K. Wheeler, P. M. Bell, 
R. F. Renzi, J. A. Fruetel, C. G.  Bailey (2008) Magnetic bead based immunoassay for autonomous 
detection of toxins,  Anal.Chem., 80, 8416-8423

Y. Kwon, M. A. Coleman, and J. A. Camarero (2006) Selective Immobilization of Proteins onto Solid 
Support via Split-Intein Mediated Protein Trans-Splicing, Angew.Chem.Int.,45(11),1726

Y. Kwon, M. Mrksich (2002) Dependence of the rate of an interfacial Diels-Alder reaction on the steric environment 
of the immobilized dienophile: An example of enthalpy-entropy compensation, J.Am.Chem.Soc.,124,806-812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ME2001 유기화학 3 3 기초 학사1∼2년 1

BME2002 생명공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BME2004 공업수학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BME2005 유기화학실험 2 4 기초 학사1∼2년 2

BME2006 생화학 3 3 기초 학사1∼2년 1 사이버 강좌

BME2011 의생명기기분석 및 실험 4 2 4 기초 학사1∼2년 2 팀티칭

BME2012 의생명공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팀티칭

BME2010 생화학실험 2 4 기초 학사1∼2년 영어 1

BME4016 회로이론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1∼2년 2

BME4001 병원미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

BME4002 보건의료산업경영 3 3 전문 학사3∼4년 1

BME4003 보건의료정책 3 3 전문 학사3∼4년 2

BME4004 생유기화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ME4015 생체역학 및 모델링 3 3 전문 학사3∼4년 1

BME4007 응용약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1 *

BME4008 전임상실험법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

BME4017 생체신호측정 및 분석 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실습

BME4011 약학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1 *

BME4018 조직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2

BME4013 화학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ME2013 생체신호분석방법론 3 3 전문 학사1∼2년 2

BME4019 생체재료공학개론 및 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ME4020 의료진단 및 치료 시스템 3 3 전문 학사3∼4년 2

BME4021 재활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2

BME4022 의공학특론 3 3 전문 학사3∼4년 2

BME2014 인체생리학개론 3 3 전문 학사1∼2년 1 팀티칭

BME2015 인체해부학개론 3 3 전문 학사1∼2년 2

BME4023 동물세포배양공학 및 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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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ME4024 인체세포공학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2

BME4025 GMP 및 인허가 3 3 전문 학사3∼4년 1

BME4026 재생의학특론 3 3 전문 학사3∼4년 2

BME4014 의생명공학주니어세미나 1 1 전문 학사3∼4년 1 주니어세미나

Internship Program 1 2 전문 학사3∼4년 수시 산학, 실무

* 타과 개설 과목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MNBT 트랙

일반생물학 및 실험 1,2
일반화학 및 실험 1,2

생명공학 입문
공업수학

의생명공학개론

유기화학
유기화학실험

생화학
생화학실험

의생명기기분석 및 실험
화학생물학
생유기화학

바이오나노공학
생체고분자공학

Internship Program

면역학
분자생물학
약학개론

세포학 및 실험

MBE 트랙
생명공학입문
의생명공학개론

공업수학
생체신호분석방법론
회로이론및실습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 실험
의료진단및치료시스템

재활공학
생체역학 및 모델링

의공학특론
InternshipProgram

TERM 트랙

일반생물학 및 실험 1,2
일반화학 및 실험 1,2

공업수학
생명공학입문
의생명공학개론

인체생리학개론
유기화학
생화학

인체해부학개론
유기화학실험

동물세포배양공학및실험
생체재료공학개론및실험

인체세포공학개론
조직공학

GMP와 인허가
재생의학특론

분자생물학
세포학 및 실험

면역학
전임상시험법

복수전공트랙

생명공학입문
의생명공학개론

유기화학  
유기화학실험

생화학 
생화학실험

의생명기기분석 및 실험
공업수학

복수전공자는 각 해당과정의
전문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밑줄표시 : 트랙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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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의생명공학과 2011-교과과정 이수가이드

MNBT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일반생물학및실험1
일반화학및실험1
생명공학입문

유기화학
생화학

생화학실험
인체생리학개론

공업수학

의생명기기분석및실험
동물세포배양공학및실험

분자생물학*
약학개론*

화학생물학
GMP와 인허가

면역학*

2학기
일반생물학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2
의생명공학개론

유기화학실험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실습

인체해부학개론
생체신호분석방법론

의생명기기분석
생유기화학

세포학및실험*
의료진단및치료시스템

바이오나노공학
Internship Program

의공학특론

TERM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일반생물학및실험1
일반화학및실험1
생명공학입문

인체생리학개론
유기화학
생화학
공업수학

동물세포배양공학및실험
생체재료공학개론및실험

분자생물학*
의생명기기분석및실험

GMP와 인허가
면역학*

화학생물학

2학기
대학생물학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2
의생명공학개론 

인체해부학개론
유기화학실험

생체신호분석방법론

인체세포공학개론
세포학및실험*

의료진단및치료시스템

조직공학
재생의학특론
전임상시험법*
의공학특론

MB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생명공학입문

공업수학
유기화학
생화학

인체생리학개론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 실험
생체역학  및 모델링

화학생물학
GMP와 인허가

2학기 의생명공학개론

생체신호분석방법론
회로이론및실습
인체해부학개론

생체신호분석방법론

의료진단및치료시스템
재활공학

의생명기기분석및실험
동물세포배양공학및실험

의공학특론
InternshipProgram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생명과학과 BIO2011 세포학 및 실험 3

생명과학과 BIO4020 동물 생리학 및 실험 3

생명과학과 BIO4024 면역학 3

생명과학과 BIO4022 생물정보학 3

생명과학과 BIO4032 생물물리학 3

생명과학과 BIO4019 분자생물학 3

전기전자과 EEN4012-01 전자회로1 3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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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BME200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유기 물질의 명명법, 물리 화학적 성질, 입체화학, 분자구조 및 반응 원리를 공부하고, 화학물질의 작용기의 
특성과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BME2002 생명공학입문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자연과학 및 생명공학의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생물공학 기술에 대한 분야별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하며, 기초적인 생화학과 미생물학 등에 근거하여 생명공학 전반의 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품들에 관한 소개를 한다.

BME2004 공업수학 Industrial Mathematics

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공업 수학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BME2005 유기화학실험 Organic chemistry Lab.

강의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실험을 통해 유기화학 내용을 자신의 확고한 지식으로 만드는 교과 과정이다.

BME2006 생화학 Biochemistry

생화학의 기본 원리 및 응용분야 혹은 technology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BME2011 의생명기기분석 및 실험 Biomedical Instrumental Analysis

의생명 공학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기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BME2012 의생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의생명공학 연구 분야의 소개와 최근 연구 현황 및 연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다.

BME2010 생화학실험 Biochemistry Lab.

생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고단계의 연구에 대한 기초를 배운다

BME4001 병원미생물학 Antiviral Chemotheerapy

병원성 바이러스의 작용기전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개론

BME4002 보건의료산업경영 Introduction to Health Industry Management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구성요소인 바이오제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
보험자 및 정부, 그리고 수요자 등의 특성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의료수요와 공급, 재정체계와 규제 
등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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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E4003 보건의료정책 Public health policy

기초연구와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특성을 지닌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설계 및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에 관한 통계적 방법론을 제공함. 

BME4004 생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기본적 이론을 이용하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현상을 이해한다. 

BME4007 응용약물학  Applied Pharmacology

약물의 생체에 대한 작용, 작용기전,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및 약물 상호 작용등 약물학의 총론에 대하여 
강의하여 약물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BME4008 전임상실험법 Experimental methods for preclinical study 

전임상시험으로써, 약효약리시험, 일반약리시험, 독성시험, 약물동태시험 과정을 학습하여 신약개발 과정
을 이해 및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BME4011 약학개론 Introduction to drug discovery

약의 역사, 신약개발의 기본이론 및 예시에 대한 개론적 강의

BME4013 화학생물학 Chemical Biology

화학의 원리와 첨단 방법론을 이용하여 생명현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의 원리와 그 
예에 대하여 학습함

BME4015 생체 역학 및 모델링 The Human body; Structure and  Function

인체 및 기관이나 조직의 역학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컴퓨터 모델링에 적용하여이해하기 위한 기본지식
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BME4016 회로이론 및 실습 Circuits and Electronics for biomedical engineering

전자 회로와 회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구현함으로써 의료기기장비의 
회로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BME4017 생체신호측정 및 분석실험 Biomedical Laboratory

근전도(EMG), 심전도(ECG)와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회로도를 구성하여 생체신
호의 측정/분석하는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BME4018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공학도의 관점에서 생 인공 조직 및 장기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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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E2013 생체신호분석방법론 Mathematical methods in biomedical engineering

생체신호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을 배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기위
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BME4019 생채재료공학개론 및 실험 Principle of biomaterials & experimentaion

보건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생체재료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험을 통하여 관련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다.

BME4020 의료진단 및 치료 시스템 Biomedical instrument for diagnosis and treatment

인체의 질병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첨단 의료기기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BME4021 재활공학  Rehabilitation Engineering

인체의 보행과 같은 움직임을 분석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디자인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과정이다.

BME4022 의공학특론 biomedical engineering seminar

의학공학과 관련된 여러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의공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 의학
공학에 대한 보다 심층있는 이해를 돕는 교과과정이다.

BME2014 인체생리학개론 Human physiology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및 장기의 생리학적현상과 기작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다. 

BME2015 인체해부학개론 Human anatomy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및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다.  

BME4023 동물세포배양공학 및 실험 Principle of Animal cell culture & experimentation

동물세포 배양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배양기술을 습득한다.

BME4024 인체세포공학개론 Human cell technology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및 줄기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대한 기작과 현상을 이해하기위한 교과과정이다. 

BME4025 GMP 및 인허가 GMP & Approval process

바이오제품의 생산 및 허가 전반에 관련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BME4026 재생의학특론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재생의학 관련 기술에 대하여 학습하며 앞으로의 산업화 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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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식품생명공학교육의 기본 목표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품에 관한 이공학적인 문제와 

생명공학의 응용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있다. 본 전공에서

는 식품화학･식품미생물학･식품공학･식품생화학 등

의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현대 식품산업기술의 기반

을 이루고 있는 최신 식품가공 및 저장 기술, 식품 

분석 및 위생, 식품공정, 발효공학 및 생물공학, 특수 

기능성 식품 등에 관한 응용학문의 이론을 실험실습

과 병행하여 교육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실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제 해결에 

대한 응용력과 창의력을 갖게 되어 산업계나 학계에

서 크게 공헌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식품생명공학전공교육을 통하여 전

공자가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및 제품개발

  ∙ 식품 산업의 역할과 위치를 이해한다.

  ∙ 식품의 원･부재료의 이화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 식품의 기호성･영양성･기능성･편이성을 파악

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설계 및 가

공법을 개발한다.

  ∙ 식품 신소재 및 제품의 개발을 위한 생물공학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한다.

2. 생산관리

  ∙ 식품가공 및 저장법에 따른 생산 공정을 이해한다.

  ∙ 최적의 생산공정조건을 예측한다.

  ∙ 생산 공정을 위한 기계장치 및 공장 시스템의 

조건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 생산 공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계측제어 시스

템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3. 품질관리

  ∙ 식품의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품질 분석에 관련

된 이론을 이해한다.

  ∙ 품질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가공법 및 생산조건

을 개선한다.

  ∙ 품질 관리를 위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4. 식품안전관리

  ∙ 식품의 안전성･건전성･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생물 및 화학적 위해(危害) 분석을 수행한다.

  ∙ 식품 원재료의 생산에서 시작하여 가공품의 생

산･보존･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미생물 및 화학적 위해 요인들을 조사하여 

관리한다.

5. 기술 마케팅

  ∙ 판매 시장을 분석하고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식품생명공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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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및 가공 특성의 이해에 근거한 기술마케팅

을 구상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식품에 대한 과학과 기술은 민족과 지역 그리고 시대

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최근 식품과학기술

의 발달과 건강 지향적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영양

성, 기호성,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이 부가된 다양한 

식품들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문의 

깊이도 보다 첨단화되고 있다. 또한 인간 유전자 지

도 완성 후 질병에 대한 대처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리조절 기능

을 갖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는 필연

적이므로 식품산업은 미래 생명공학 시장에서 의약

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이나 천연물에서 생리활성 기

능을 가진 성분을 탐색하고,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식품으로 상품화시키는데 식품생명

공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는 1961년 국내에서 최초로 

창설된 이래 2,000 여명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

고 이들은 현재 국내 식품관련 업체, 정부기관, 교육

기관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CJ, 두산, 롯데 등의 식품생산 산업체; 신

세계, 농협 등의 식품유통업체; 식약청을 비롯한 보

건관련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능성식품업체와 화장품업체, 외식산업, 단체급식

업체, 제빵ㆍ제과ㆍ제면업체 등의 진출도 활발하다.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식품공학 출신 졸업생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수소개

이 승 주

전 공 분 야 식품공학

세부연구분야 지능형식품포장, 식품효소 및 미생물 공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메사츄세쯔 주립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재료학 식품공학 식품공학실험 식품신제품개발

대 표 저 서

Emerging Technologies for Food Quality and Food Safety Evaluation(저서). 2011. CRC Press.

식품재료학(저서). 2011. 수학사.

식품공학(저서). 2003. McGraw-Hill Korea

대 표 논 문

명태 유통 중 Pseudomonas spp. 농도의 예측 모델링과 민감도 분석. 2010. 한국수산학회지 43: 205-210

명태의 보관시간에 따른 품질 예측 모델링. 2010. 한국수산학회지 43: 195-204

육류의 품질과 Time Temperature Integrator (TTI) 온도의존성에 대한 수학적 Simulation. 2009. 한국축산학
회지 29: 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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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광 원

전 공 분 야 식품생화학

세부연구분야 식중독 위해요소의 분자진단, 효소와 균주의 분자육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농학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생화학 분자생물학입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실험

대 표 논 문

Detection and Differentiation of Non-Emetic and Emetic Bacillus cereus Strains in Food by Real-Time 
PCR. J. Korean Soc. Appl. Biol. Chem. (2011)

효소형 Time-Temperature Integrator를 이용한 쇠고기의 부패확인. 산업식품공학회. 14(3), 229-234 (2010)

A duplex PCR assay for differentiating native common buckwheat and Tartarian buckwheat, and its 
application for the rapid detection of buckwheat ingredients in food, Food Sci. Biotechnol. 17: 357-361 (2008)

유 병 승

전 공 분 야 식품가공 및 저장학

세부연구분야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불교가공식품개발, 식품생고분자물성학, 식품조직감 및 유변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Univ. of Rhode Island 식품공학과 농학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가공학Ⅰ 식품가공학Ⅱ 식품저장학 식품가공학실험

대 표 저 서
식품가공저장학, 라이프사이언스 (2008)

유변학의 이론과 응용, 한국유변학회 (2001)

대 표 논 문

Effect of cross-linking on rheolog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sweet potato starches. Starch/Starke 
62: 577-583 (2010)

Steady and dynamic shear rheology of sweet potato starch-xanthan gum mixtures. 
Food Chemistry 116: 638-643 (2009)

Effects of molecular size and chain profile of waxy cereal amylopectins on paste rheology during 
retrogradation. Carbohydrate Polymers 71: 365-371 (2008)

이 광 근

전 공 분 야 식품화학 및 독성학

세부연구분야 식품독성물질 분석,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전통발효식품의 기능성 및 위해성 연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캘리포니아 대학-데이비스 식품과학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화학 식품분석화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실험

대 표 저 서
식품분석학

유기식품가공학개론

대 표 논 문

Furan in commercial processed foods: Four-years filed monitoring and risk assessment study in Korea. 
J. Toxicol. Env. Health 2009, 72:1304-1310

Antioxidant properties of Korean black raspberry wines and their cytotoxic effects on cancer cells. 
J. Sci. Food Agric. 2009 89: 970-977

Analysis of sulfonamide and quinolone residues in milk using microbial assays an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Food Chem. 2009 113: 297-301

신 한 승

전 공 분 야 기능성식품 및 소재

세부연구분야
생리활성물질탐색, 천연물의 기능성평가, 기능성소재 및 식품개발, 식품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지방소재화학 
연구를 통한 Wellbeing지향 식품개발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농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미시간주립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간주립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능성식품학 천연물식품소재학 식품분석실험

대 표 논 문

A model system study of the inhibition of heterocyclic aromatic amine formation by organosulfur 
compounds. J. Agric. Food Chem. 50:7684-7690.

Photo-protective and Anti-melanogenic Effect from Phenolic Compound of Olive Leaf (Olea europaea 
L. var. Kalamata) Extracts on the Immortalized Human Keratinocytes and B16F1 Melanoma Cells Food 
Sci. Biotechnol. 18:1193-1198

Soy isoflavones as safe functional ingredients. J. Medicinal Food. 10:5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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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왕 준

전 공 분 야 식품미생물학, 발효공학, 식품생물공학

세부연구분야
lactic fermented foods (kimchi, fermented sausage), lactic acid bacteria, protective culture, bacteriocin, 
probiotics, prebiotics, synbiotics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발효미생물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yoming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Ph. D.

담 당 과 목 식품미생물학(영어강의) 발효공학(영어강의) 식품미생물학 실험(영어강의)

대 표 저 서
New 식품미생물학, 지구문화사, (2007)

Lactic Acid Fermentation of Non-dairy Food and Beverages, Harn Lim Won, (1994)

대 표 논 문

Moon, G.-S., Y.-R. Pyun, and W.J. Kim. 2006.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a fusion-typed PA-1 
in Escherichia coliand recovery of biologically active pediocin PA-1. Int. J. Food Microbiol.  108:136-140.

Moon, G.-S., Y.-R. Pyun, M. S. Park, G. E. Ji, and W.J. Kim. 2005. Secretion of recombinant pediocin 
PA-1 in Bifidobacterium longum, using the signal sequence for bifidobacterial α-amylase. Appl. Environ. 
Microbiol. 71(9):5630-5632.

Moon, G.-S., W.J. Kim, and W.-S. Shin. 2004. Optimization of rapid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and Listeria monocytogenesby PCR and application to field test. J. Food Protection 67(8):1634-1640.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FOO2009 식품생명공학개론 3 3 기초 학부1학년 1 팀티칭강의

FOO2002 식품재료학 3 3 기초 학부2학년 영어강의 1

FOO2005 식품분석화학 3 3 기초 학부2학년 영어강의 1

FOO2007 식품분석실험 3 1 4 기초 학부2학년 2

FOO2011 식품미생물학 3 3 기초 학부2학년 영어강의 2 교직이수과목

FOO2012 식품생화학 3 3 기초 학부2학년 2

FOO2010 식품유통마케팅개론 3 3 전문 학부3~4학년 1

FOO4001 식품화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1 교직이수과목

FOO4002 분자생물학입문 3 3 전문 학부3~4학년 1

FOO4003 식품가공학 Ⅰ 3 3 전문 학부3~4학년 1 교직이수과목

FOO4004 식품미생물학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1

FOO4005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1

FOO4023 유해식품미생물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1

FOO4007 기능성식품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1 교직이수과목

FOO4018 식품공학 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1

FOO4009 식품가공학 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1

FOO4014 식품공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1 식품가공학 Ⅱ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21 천연물식품소재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3 식품화학 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20 식품신제품개발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2

FOO4015 곡류과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6 식품저장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7 발효공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2

FOO4019 식품위생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2 교직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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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식품개발 및 
식품품질관리 

분야

식품재료학
유기화학
식품생화학
식품분석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분석실험

식품신제품개발, 식품화학
식품가공학Ⅰ, 식품저장학
곡류과학, 식품가공학Ⅱ

식품공학실험, 식품화학실험
식품가공학실험,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실험

일반화학 및 실험
일반물리화학 및 실험

생물학개론
일반통계학 및 실습
기기분석, 식품경영학

식품유통론, 식품마케팅론

식품공정
및 위생관리

분야

식품분석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공학, 식품공학실험

유해식품미생물학 
식품분석실험

식품미생물학실험

열전달
물질전달

세균바이러스학
생물통계학

기능성 식품 및
생명공학관련

분야

식품생화학
기능성식품학
유기화학

식품분석화학
분자생물학입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실험
발효공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Ⅰ
식품가공학Ⅱ
생물공학

식품화학실험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실험

생물통계학
기기분석

분리기술공학
콜로이드공학
생물화학공학

면역학

복수전공자

식품재료학
식품분석화학
유기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생화학
식품분석실험

복수전공자 각 해당과정의 
전문교육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의생명공학과 BME2001 유기화학 3

통계학과 STA4020 통계적품질관리 3

화공생물공학과 CEN4043 생물화학공학 3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FOO2009 식품생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식품생명공학 신입생으로서 알아야 할 식품 및 생명공학 전반에 관한 학문 기초 및 응용을 학과 교수 
전원이 팀티칭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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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2002 식품재료학 Characteristics of Food Ingredients

식품가공의 이해에 필수적인 식품재료 전반의 근원 및 이화학적 성질을 곡류, 두류 및 서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식품재료, 수산물, 기타 식품재료를 대상으로 강의한다.

FOO2005 식품분석화학 Food Analytical Chemistry

식품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필요한 기초이론인 분석화학기초, 부피분석법, 적정법에 대한 이론과 
기기분석에 쓰이는 여러 기기들, 즉 분광광도계,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GC, HPLC의 원리에 대한 이론과 
이를 식품분석에 응용하는 실제에 대해 강의한다.

FOO2010 식품유통마케팅개론 Introduction to Food Distribution and Marketing

식품의 기획과 생산 유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국내 식품시장의 구조와 식품과 식품 소재의 구매 활동을 
위한 기본 원리를 강의한다.

FOO2011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미식품관련 미생물의 분류, 생리, 대사, 구조와 기능, 생육, 유전 등 미생물의 기초 지식 및 식품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 생물학적 저장, 젖산균과 건강 등을 강의한다.

FOO2012 식품생화학 Food Biochemistry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 생명체들의 생물학적 활동성과 연관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질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획득한 영양원들로부터 화학적 에너지를 
얻는 이화작용과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생체고분자 물질들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FOO2007 식품분석실험 Food Analysis Lab.

식품분석의 기초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식품분석의 이론에서 학습한 부피 분석법, 
무게 분석법, 비색 분석법 등에 의하여 시료 중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성분을 정량하는 방법을 실험한다.

FOO400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의 기본성분인 수분, 지방질,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특수성분인 색깔, 냄새, 맛 등에 대한 
화학과 그의 이화학적 특성, 식품중의 역할, 식품의 가공, 저장 및 조리 중 이들 성분의 변화 등에 대해 강의한다.

FOO4002 분자생물학입문 Introduction to Molecular Biology

유전물질인 DNA와 RNA의 구조 및 특성,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의 합성에 이르기까지 유전정보의 발현과정 
및 조절 메커니즘, 돌연변이 등을 강의하며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그 응용가능성을 소개한다.

FOO4003 식품가공학Ⅰ Food Processing Ⅰ
식품산업의 내용과 배경, 식품가공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열, 냉장, 냉동, 건조, 농축, 조사공정등 
기본적인 식품가공원리, 기본 장치 및 이들 공정으로 인한 식품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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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4004 식품미생물학실험 Food Microbiology Lab.

배지의 조제, 살균, 미생물의 순수분리, 현미경의 관찰, 염색, 배양, 균수 및 균체 크기 측정 등의 기본적인 
미생물 실험 방법을 익히고 미생물의 생리, 효소, 길항작용 등을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FOO4005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실험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Lab.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정성 및 정량방법, 효소의 분리, 정제 및 분자량결정, 효소의 활성측정에 의한 반응속도
론, 혈액중의 당검사나 GOP와 GPT 효소들의 활성을 측정하는 간기능 검사, 유전물질인 DNA를 이용한 형질전
환, DNA의 분리 및 정제, PCR을 이용하여 GMO나 foodborne pathogen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을 실험한다.

FOO4023 유해식품미생물학 Harmful Microorganisms in Foods

식품을 오염시켜 부패, 식중독 및 식인성 질병을 발생시키는 유해미생물의 특성 및 이들의 저감화/제거에 
대한 최신지식을 강의한다.

FOO4007 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s

인체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여하는 기능성식품 및 기능성 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비롯하여 생체방
어, 생체리듬조절 기능 및 메커니즘 적용방법,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방법, 관련법규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FOO4009 식품가공학실험 Food Processing Lab.

식품저장학 및 식품가공학에서 배운 식품가공 및 저장의 이론 강좌와 연계되는 교과목으로서 기본적 이론 
내용과 실험실습을 통해 농산가공, 축산가공, 수산가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공식품들의 제조방법 및 
기술과 이들 가공식품들의 품질특성에 관한 측정기술을 습득한다.

FOO4014 식품공학 Food Engineering

식품공학의 수리적 기초이론 및 전달현상인 단위환산,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
달, 습윤도표, 건조, 증발, 냉동사이클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FOO4011 식품가공학 Ⅱ Food Processing Ⅱ
식품가공학Ⅰ의 연속강좌로서 식품가공학Ⅰ이수를 필수로 하며, 본 강좌에서는 농・축산물 가공에 관련하
는 원료의 검사, 전처리, 가공방법, 품질검사요령 등을 강의하며, 곡류가공, 제과, 제빵, 과일가공, 야채가
공, 유가공, 육가공 등에 대한 각 공정별 원리 및 가공과정 중 변화에 대해 강의한다.

FOO4021 천연물식품소재학 Natural Food Material

인체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여하는 천연물 식품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비롯하여 화학적 
성분과 기능, 소화, 흡수, 에너지대사 및 과잉이나 결핍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건강장애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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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4013 식품화학실험 Food Chemistry Lab.

본 강좌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식품 중 수분, 조지방의 정량
 2.유지의 각종 이화학적 특성 시험
 3.Thin layer chromatography, Gas liquid chromatography 그리고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의 원리와 응용
 4.식품 중 환원당의 정량의 원리와 그 응용
 5.식품 중 조섬유 정량의 원리와 그 응용
 6.식품 중 조단백질 정량의 원리와 그 응용

FOO4020 식품신제품개발 Food Product Development

신제품개발 단계인 아이디어 구상, 팀 구성, 레시피 개발, 공정 개발, 제품 인허가, 품질 관리, 시장성 
분석, 적용 사례에 관하여 강의한다. 

FOO4015 곡류과학 Cereal Science and Technology

곡류의 기초 화학; 소맥분 및 소맥가공식품의 조직감 및 유변적 성질; 소맥의 핵심 가공기술인 제분, 
제빵, 제과, 제면, 스낵 가공의 원리 및 적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FOO4016 식품저장학 Food Preservation

식품의 가공 및 저장 등 식품생산과정에서, 또는 최종가공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품품질관리 
이론 및 방법, 물리화학적 품질특성을 강의하며, 특히 식품의 품질특성 평가 기술로서의 식품관능검사에 
대한 이론과 측정방법을 강의한다.

FOO4017 발효공학 Fermentation Technology

유전공학의 이론, 응용, 균주의 분자생물학적 육종, 발효방법, 발효식품의 제조, 발효에 의한 유기산, 
아미노산, 정미성 핵산, 효소, 비타민, 다당류의 생산 등을 강의한다.

FOO4019 식품위생학 Food Hygiene

식품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 오염원 및 생성메커니즘, 유해물질의 특성 및 예방법과 
식품안전에 관련된 여러 법규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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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설정배경

전자전기공학에 대한 제반 이론과 응용력을 습득토

록 하여 날로 발전하는 학문적 내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요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전

자전기공학도의 양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나아

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 및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갖

추어 인류의 문화발전은 물론 전문지식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

육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전 

세계의 전자전기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에 걸맞은 전자전기공학 기술 인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검

토 수정하여 학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교육목표

1. 기초과학, 수학을 기초로 한 전공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자신의 직업에서 창의적 설계, 경제적 

구현, 현실적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경제, 사회, 환경적 주제들에서 공학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직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3. 소통 능력과 팀웤,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습득하

여 자신의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문영역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상호 밀접한 보완관계를 형성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까닭에 어느 한 가지 

학문만으로 독자적으로 이용되고 연구되어지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야

의 학문을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 불가결이다.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반

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로보틱스, 영

상 및 음성 분야, 에너지 관련 기술 등 다종 다양한 

전자전기공학 분야 학문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

해와 이에 기반한 연구 개발이 지금과 같은 제조 기

반 산업사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핵심

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자전기공학은 우

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

인 여러 가지 편리한 가전기기, 인력과 경비의 절감,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자동화 및 공장 자

동화 시스템, 정보 문화생활의 총아인 컴퓨터와 정

보통신 시스템 등에 관련된 기본 이론, 그 설계와 

제조 및 운용기술을 연구한다. 또한 가장 편리한 에

너지중의 하나인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연구하며, 핵융합 이용에 

의한 첨단기술의 개발, 초전도기술과 에너지 저장기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Division of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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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응용,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및 바

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응용, 저공해 

환경 설비 개발,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자기부상 열

차 등 첨단수송기기를 연구한다. 전자전기 산업은 

기술 집약적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술발전 

속도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으며 벤처 산업의 요람

이 되며 21세기 정보지식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 나

노기술 등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

업의 중요 수출항목인 반도체, PDP/LCD/AMOLED, 

무선통신 단말기, 자동차, 선박 등을 생산함에 있어

서도 전자전기공학은 필수적인 분야이다. 이러한 이

유로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기술 수준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

이다. 또한 건설, 기계, 항공 산업에서 전자전기공학 

분야는 급속도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전자전기공학은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할 분야이며 전자전기기기의 무선화, 고속

화, 소형화, 대용량화의 추세에 맞춰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전

기 응용기술의 등장으로 단순 근로자보다는 전자전

기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

춘 우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 추세이므로 학교, 연구소, 산업체, 국가기관 등

에서의 그 희소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졸업 후 진로

전공 학생들의 취업의 폭이 넓어 전자, 반도체, 디스

플레이, 통신, 멀티미디어, 컴퓨터, 자동차 관련 제

조분야, 엔지니어링 및 건설 분야, 전력 사업 분야의 

기업체와 정부출연 연구소 및 정부투자 기관에 진출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의 설립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자격을 획득한 졸업생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진출하기도 하는 등 전자전기공

학부의 진출분야는 실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광범

위하다. 국내･외의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 또는 대학 강단에의 진출도 타 분야 보다 

유리하다. 앞으로도 전자전기공학 기술의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산업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

자전기공학을 전공한 과학기술자의 역할은 더욱 커

질 것이다. 

 교수소개

김 건 욱

전 공 분 야 공간 신호처리 시스템

세부연구분야 음원 위치 측위, DSP 프로세서 기반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Florida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Florida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디지털 신호처리 및 설계 컴퓨터구조 및 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
전자응용

대 표 논 문

“Parallel Algorithms for Adaptive Matched-Field Processing on Distributed Array Systems,” Journal 
of Computational Acoustics, vol. 12, no. 2, pp. 149-174, Jun. 2004.

“Parallel Subspace Projection Beamforming for Autonomous, Passive Sonar Signal Processing,” Journal 
of Computational Acoustics, vol. 11, no. 1, pp. 55-74, Mar. 2003.

“Parallel Algorithms for Split-Aperture Conventional Beamforming,” Journal of Computational Acoustics, 
vol. 7, no. 4, pp. 225-244, De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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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삼 동

전 공 분 야 반도체 소자 및 공정

세부연구분야
밀리미터파 대역 소자, MMIC 및 모듈 설계, HEMT 특성 분석 및 THz 대역의 소자 개발, 단일칩 기반 레이더 
센서 연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Stanford University  재료/반도체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물리전자공학 반도체공정 광전자공학 회로이론

대 표 논 문

“A Technique for Converting Perhydropolysiazane to SiOx at Low Temperature,” Electrochemical and 
Solid-State Letters, vol. 13, no. 1, pp. H23-25, Jan. 2010.

“Effects of Multigate-Feeding Structure on the Gate Resistance and RF Characteristics of 0.1 μm 
Metamorphic High-Electron-Mobility Transistors,”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vol. 57, no. 6, pp. 1487-1493, Jun. 2009.

“Effects of Si3N4 Passivation on the DC and RF Characteristics of metamorphic High-Electron Mobility 
Transistors Depending on the Gate-Recess Structures,” Semi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 vol. 
24, no. 2, Jan. 2009.

김 영 태

전 공 분 야 제어공학

세부연구분야 Adaptive, Neural and Fuzzy Control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w Mexico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w Mexico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회로이론 전자회로 및 실험

대 표 논 문

“Design of an Adaptive Fuzzy Backstepping Controller for a Single-Link Flexible-Joint Robo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vol. 25, no. 6, Jun. 2008.

“Design of an Adaptive Fuzzy Backstepping Controller for a Brush DC Motor Turning a Robotic Loa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vol. 23, no. 9, Sep. 2006.

“Decentralized Adaptive Fuzzy Backstepping Control of Rigid-Link Electrically Driven Robots,” IEEE 
ICSMC, Oct. 2005.

김 용

전 공 분 야 전력변환시스템, 전동력응용 및 제어

세부연구분야 SMPS 설계 및 성능 개선, 정밀 소형 모터 제어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자기학 전력전자공학 전동력제어 및 응용

대 표 저 서

“전자기학의 이해," 웅보출판사

“전력전자," 동일출판사

“전기기계설계," 홍릉과학출판사

대 표 논 문

“투 스위치 인터리브 액티브 클램프 포원드 컨버터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pp. 136-144, 2010. 5.

“배압회로를 이용한 인터리브 AC/DC 컨버터의 효율 특성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pp. 127-135, 2009. 12.

“전력용 MOSFET의 특성 및 기술동향,” 전기학회논문지, 제58권, 제7호, pp. 1363-1374,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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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경 수

전 공 분 야 전력계통 및 신재생에너지 응용

세부연구분야 풍력발전 계통연계 시뮬레이션, 전력시장운영 및 요금결정방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Virginia Tech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력공학 전력시장 및 경제이론 대체에너지공학

대 표 저 서 “생활속의 전기전자,” 문운당, 2002.

대 표 논 문

“연계선로의 조건변화에 따른 DFIG와 FSIG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전특성 비교,”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
24권, 제9호, pp. 8-15, 2010. 9.

“이중여자 유도발전기를 이용한 가변속운전과 정속운전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전특성 비교,” 전기학회논문지, 
제58권, 제7호, pp. 1313-1320, 2009. 7.

“Application of neural network controller for maximum power extraction of  grid-connected wind turbine 
system, Electrical Engineering,” vol. 88, no. 1, pp. 45-53, Nov. 2005.

박 강 령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 영상 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바이오 영상 신호 처리(홍채인식, 지정맥인식, 얼굴인식 등), 
컴퓨터 비젼(사용자 시선위치 추적 등)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콘텐츠 
신호처리 및 실험

멀티미디어콘텐츠 
프로그래밍 및 실험

디지털신호처리 및 설계 신호 및 시스템

대 표 논 문

“Real-Time Gaze Estimator Based on Driver’s Head Orientation for Pre-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Accepted for publication in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Nov. 
2010.

“Eye Blink Detection Robust to Various Facial Poses,” Journal of Neuroscience Method, vol. 193, no. 
2, pp. 356-372, Nov. 2010. 

“A New Iris Segmentation Method for Non-ideal Iris Images,” Image and Vision Computing, vol. 28, 
no. 2, pp. 254-260, Feb. 2010. 

박 현 창

전 공 분 야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전파응용

세부연구분야 초고주파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안테나 및 전파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Cornell University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Cornell University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물리전자공학 전자기학

대 표 논 문

“Compact printed CPW-fed monopole ultra-wideband antenna with triple subband notched 
characteristics,” IET Electronics Letters, vol. 46, no. 17, pp. 1177-1179, Aug. 2010.
“94-GHz Log-Periodic Antenna on GaAs Substrate Using Air-Bridge Structure,” IEEE Antennas and 
Wireless Propagation Letters, vol. 8, pp. 909-911, 2009.

“A novel 94-GHz MHEMT-based diode mixer using a 3-dB tandem coupler,”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 Letters, vol 18, no. 9, pp. 626-628, Sep. 2008.

박 형 무

전 공 분 야 초고속 집적회로 설계

세부연구분야  GaN LED, 태양광, 전력변환 반도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광전자공학 전자기학

대 표 논 문

“Effect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current crowding on the performance of lateral GaN-based LED,” 
Phys. Status Solid, 2010. 

“Recovery of dry etch damage in GaN Schottky barrier diode,”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 148, no. 10, pp. G592-G596, Sep. 2001.

“A GaAs power amplifier for 3.3V CDMA/AMPS dual-mode cellular phones,” IEEE Trans.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vol. 43, no. 12, pp. 2839-2844, Dec.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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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수 현

전 공 분 야 전기기기 및 전력전자

세부연구분야 전동기 및 전자에너지변환장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응용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기기계

대 표 저 서
“에너지변환공학”
“전력전자공학,” 교보문고

대 표 논 문

“Dynamic simulation for a PEM fuel cell System with a PWM DC/DC Converter,” IEEE Trans. on Energy 
Conversion, vol. 23, no. 2, pp. 669-680, Jun. 2008.

“Modelling and simulation of a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system with a PWM DC/DC 
converter for stationary applications,” IET Power Electron., vol. 1, no. 3, pp. 305–317, 2008.
“Integrated modeling and control of a PEM fuel cell power system with a PWM DC/DC converter,” Journal 
of Power Sources, vol. 164, no. 2, pp. 614-623, Feb. 2007.

변 상 진

전 공 분 야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집적회로 설계

세부연구분야 PLL, DLL, CDR, SSCG 설계

학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자회로 및 실험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대 표 논 문

“Digital Frequency Modulation Profile for Low Jitter Spread Spectrum Clock Generator,” IET Electronics 
Letters, vol. 46, no. 16, pp. 1108-1110, Aug. 2010.

“Spread Spectrum Clock Generator with Hybrid Controlled Oscillator,” IET Electronics Letters, vol. 45, 
no. 23, pp. 1146-1147, Nov. 2009.

“A 10Gb/s CMOS CDR and DEMUX IC with a quarter-rate linear phase detector,”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 41, no. 11, pp. 2566-2576, Nov. 2006.

손 인 수

전 공 분 야 이동통신

세부연구분야 통신신호처리, 위치추적, 에너지절약형통신, 펌토셀, HAPS

학사학위과정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컴퓨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이동통신공학 디지털통신 및 실험 통신이론 및 실험 신호 및 시스템

대 표 저 서 손인수 외 다수, “IMT-2000 이동통신 표준 개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우인쇄사

대 표 논 문
“RBF Neural Network Based SLM Peak-to-Average Power Ratio Reduction in OFDM Systems,” ETRI 
Journal, vol. 29, no. 3, pp. 402-404, Jun. 2007.

신 재 호

전 공 분 야 디지털 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음향신호처리 및 부호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논리회로설계 신호 및 시스템

대 표 저 서

“컴퓨터구조와 설계,” 문운당

“디지틀공학,” 문운당

“C++ 그래픽입문”

대 표 논 문

“콜레스키 분해와 골롬-라이스 부호화를 이용한 무손실 오디오 부호화기 설계,”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제11
권, 제11호, pp. 1480-1490, 2008. 11.

“고압축 영상의 블로킹 아티팩트 잡음 제거,”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 153-158, 2008. 3.

“동시통화 환경에서 잔여반향 제거를 위한 후처리 기법,” 전자공학회논문지, 제44-SP권, 제2호, pp. 137-143,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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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기 환

전 공 분 야 제어계측 및 자동화설비

세부연구분야 통신전자 제어설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자회로 및 실험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대 표 저 서

“자동제어” 
“전산수학”
“생체신호측정”

대 표 논 문

"Wireless Nurse Call System",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Computer, vol. 7, no. 5, pp.36-40, May 
2010.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BASK System for Giga-Bit MODEM Using the Fuzzy System,” Int.J. 
Communications, Network and System Sciences, no. 3, pp. 444-445, May 2010.

“Sweet Spot Control of 1:2 Array Antenna Using A Modified Genetic Algorithm,” Systemics, Cybernetics 
and Informatics, vol. 5, no. 5, pp. 32-37, Oct. 2007.

원 치 선

전 공 분 야 디지털 영상처리

세부연구분야 영상분할, 영상검색, 영상정보보호, 영상압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및 설계

대 표 저 서 C.S. Won and R.M. Gray (2004) “Stochastic Image Processing,” Kluwer Academic

대 표 논 문

“Boosting robustness against composite attacks for quantization index-modulation algorithms,” Journal 
of Electronic Imaging, vol. 19, no. 2, May 2010.

“A new iris segmentation method for non-ideal iris images,” Image and Vision Computing, vol. 28, 
no. 2, pp. 254-260, Feb. 2010.

“Image Segmentation Using Hidden Markov Gauss Mixture Models,”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16, no. 7, pp. 1902-1911, Jul. 2007.

이 동 욱

전 공 분 야 디지털통신 및 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디지털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 설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Georgia Tech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디지털공학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및 설계  통신이론 및 실험

대 표 저 서

“디지털시스템: 원리 및 응용,” (주)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먼저배우는 DSP,” 인터비젼

“8051 회로제작에서 프로그램까지,” 인터비젼

대 표 논 문

“가중치 기반 PLSA를 이용한 문서 평가 분석,” 전기학회논문지, 제58권, 제3호, pp. 632-638, 2009. 3.

“보정벡터를 이용한 맵 매칭의 성능 향상,” 전기학회논문지 D, 제54D권, 제2호, pp. 97-103, 2005. 2.

“IEEE802. 11 매체 제어 프로토콜 구조 및 구현,” 전기학회논문지 D, 제52D권, 제8호, pp. 492-499,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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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구

전 공 분 야  Semiconductor Devices & MMIC

세부연구분야
Active and passive devices for Microwave and Millimeter-wave applications, MMIC and MIMIC, 
Millimeter-wave application systems

학사학위과정
국립항공대학 

(현 한국항공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Oregon State University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Oregon State University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물리전자공학

대 표 저 서

“IBM-PC C 프로그래머를 위한 고급 C언어 프로그래밍”
“반도체 소자공학” 번역, McGraw Hill Korea

“Millimeter Wave Technology in Wireless PAN, LAN, and MAN,” Chapter 1(Millimeter-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for Wireless LAN), Auerbach 

대 표 논 문

“94-GHz Log-Periodic Antenna on GaAs Substrate Using Air-Bridge Structure,” IEEE Antennas and 
Wireless Propagation Letters, vol. 8, pp. 909-911, 2009.

“A Novel 94-GHz MHMET-Based Diode Mixer Using a 3–dB Tandem Coupler,”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vol. 18, no. 9, pp. 626-626, Sep. 2008.

“Effect of a Two-Step Recess Process Using Atomic Layer Etching on the Performance of In 0.52 
Al 0.48 As/In 0.53 Ga 0.47As p-HEMTs,”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vol. 28, no. 12, Dec. 2007.

전 병 훈

전 공 분 야 전기전자재료 및 고전압방전 플라즈마

세부연구분야 고전압방전, 기체플라즈마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Keio University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회로이론 전기전자재료공학 고전압공학

대 표 논 문

“Kr과 Xe 원자기체의 전자수송계수의 해석,”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2권, 제8호, pp. 104-108, 2008. 8.

“Determination of electron collision cross sections for Oxygen molecular gas by electron swarm study,” 
JKPS, 2006.

“전자군 방법에 의한 C3F8 분자가스의 전자충돌단면적 결정,” 전기전자재료학회지, 2006.

정 진 우

전 공 분 야 분산전력시스템 및 전력변환 응용

세부연구분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전력시스템 제어, PCS 설계 및 제어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The Ohio State University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자에너지변환공학 전력시스템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대 표 논 문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Takagi-Sugeno Fuzzy Speed Regulator for a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Accepted for Publication in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Jan. 2011.
“Power Flow Control of a Single Distributed Generation Unit,”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vol. 23, no. 1, pp. 343-352, Jan. 2008.

“A three-phase four-wire inverter control technique for a single distributed generation unit in island 
mode,”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vol. 23, no. 1, pp. 322-331, Jan. 2008.

최 한 호

전 공 분 야 제어 및 로보틱스

세부연구분야 LMI 기반 제어시스템 설계, 가변구조 제어,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제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로봇공학 계측 및 센서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및 실험

대 표 논 문

“Robust stabilization of uncertain fuzzy time-delay systems using sliding mode control approach,” IEEE 
Transactions on Fuzzy Systems, vol. 18, no. 5, pp. 979-984, Oct. 2010.

“Robust stabilization of uncertain fuzzy systems using variable structure system approach,” IEEE 
Transactions on Fuzzy Systems, vol. 16, no. 3, pp. 715-724, Jun. 2008.

“Sliding-mode output feedback control design,”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 55, 
no. 11, pp. 4047-4054, Nov.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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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유 표

전 공 분 야 SOC 설계

세부연구분야 멀티미디어 SOC 설계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디지털공학 논리회로설계 컴퓨터구조 및 설계 SoC 설계

대 표 논 문

“Efficient asynchronous bundled-data pipelines for DCT matrix-vector multiplication,” IEEE 
Transactions on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Systems, vol. 13, no. 4, pp. 448-461, Apr. 2005.

“Sibling-substitution-based BDD minimization using don't cares,” IEEE Transactions on 
Computer-Aided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vol. 19, no. 1. pp. 44-55, Jan. 2000.

황 금 철

전 공 분 야 안테나 및 전파 공학

세부연구분야 다중대역/광대역 안테나, 레이더 시스템 안테나, 전자파 산란 및 복사 해석, 최적화 알고리즘

학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자기학 초고주파회로 및 설계 전파공학 및 실험

대 표 논 문

“A novel meander-grooved polarization twist reflector,” IEEE Microw Wireless Compon. Lett., vol. 20, 
no. 4, pp. 217-219, Apr. 2010.

“Design and optimization of a broadband waveguide magic-T using a stepped conducting cone,” IEEE 
Microw. Wireless Compon. Lett., vol. 19, no. 9, pp. 539-541, Sep. 2009.

“Scattering from a grooved conducting wedge,” IEEE Trans. Antennas Propag., vol. 57, no. 8, pp. 
2498-2500, Aug. 2009.

황 승 훈

전 공 분 야 무선 및 이동 통신

세부연구분야
3GPP RAN UMTS/HSPA/LTE 통신시스템, 3GPP GSM/EDGE/GPRS/EGPRS 통신시스템, IEEE802.22 인지
무선시스템, CDMA/다중안테나/다중캐리어 통신시스템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통신 및 실험 이동통신공학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대 표 논 문

“Energy Detector using a Hybrid Threshold in Cognitive Radio Systems,”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vol. E92-B, no. 10, pp. 3079-3083, Oct. 2009.

“Analysis of the Antenna Array-Aided Multicarrier DS-CDMA RAKE System with Synchronous Uplink 
Transmission,” IET Communications, vol. 3, no. 10, pp. 1597-1605, Oct. 2009. 

“Effects of multipath propagation delay on uplink performance of synchronous DS-CDMA systems 
communicating in dispersive Rayleigh fading channels,” IET Electronics Letters, vol. 40, no. 25, pp. 
1589-1591, Dec. 2004. 

황 인 석

전 공 분 야 디지털 및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세부연구분야
Phase-Locked-Loops 및 Delay-Locked-Loops, Low-Voltage-Differential-Signaling Techniques, 
Mixed-Signal Interface Circuits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전자회로 및 실험 디지털공학 논리회로설계

대 표 논 문

“A 200 MHz Resister-Based Wave-Pipelined 64M Synchronous DRAM,”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 32, no. 1, pp. 92-99, Jan. 1997.

“1 Giga Bit SOI DRAM with Fully Bulk Compatible Process and Body-Contacted SOI MOSFET Structure,” 
IEEE IEDM, pp. 579-582, 1997.

“Ultrafast Compact 32-Bit CMOS Adders in Multiple-Output Domino Logic,” IEEE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 24, no. 2, pp. 358-369, Ap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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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NE2001 창의적공학설계 3 2 2 기초 1학년 1/2

ENE2002 회로이론 1 3 3 0 기초 2학년 1

ENE2003 디지털공학 3 3 0 기초 2학년 1

ENE2004 C언어 및 프로그래밍 도구 3 1 4 기초 2학년 1 개설학기변경

ENE2005 물리전자공학 1 3 3 0 기초 2학년 1

ENE2006 전자기학 1 3 3 0 기초 2학년 1

ENE2007 전기회로 실험 1 0 2 기초 2학년 1

ENE2008 회로이론 2 3 3 0 기초 2학년 2

ENE2009 논리회로설계 3 2 2 기초 2학년 2

ENE2010 계측 및 센서공학 3 2 2 기초 2학년 2 개설학기변경

ENE2011 물리전자공학 2 3 3 0 기초 2학년 2

ENE2012 전자기학 2 3 3 0 기초 2학년 2

ENE2013 디지털 실험 1 0 2 기초 2학년 2

ENE4001 전자회로 및 실험 1 4 3 2 전문 3학년 1

ENE400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 3 2 2 전문 3학년 1

ENE4003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3 3 0 전문 3학년 1

ENE4004 고체전자소자 3 3 0 전문 3학년 1

ENE4005 신호 및 시스템설계 3 2 2 기초 3학년 영어 1 ENE4042 대체

ENE4006 전력공학1 3 3 0 전문 3학년 1 이수시간변경

ENE4007 전기기계 1 3 3 0 전문 3학년 1

ENE4008 전기전자재료공학 3 3 0 전문 3학년 1

ENE4009 전자회로 및 실험 2 4 3 2 전문 3학년 2

ENE4010 컴퓨터구조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2

ENE4011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2 개설학기변경

ENE4012 통신이론 및 실험 3 2 2 전문 3학년 영어 2 개설학기변경

ENE4013 초고주파회로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영어 2

ENE4014 디지털 신호처리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영어 2

ENE4016 전력공학2 3 3 0 전문 3학년 2 이수시간변경

ENE4017 전기기계 2 3 3 0 전문 3학년 2

ENE4018 고전압공학 3 3 0 전문 3학년 2 개설학기변경

ENE4019 SoC설계 3 2 2 전문 4학년 1 이수시간변경

ENE4020 디지털제어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영어 1 개설학기변경

ENE4021 멀티미디어 콘텐츠 신호처리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2 이수대상변경

ENE4022 디지털통신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영어 1

ENE4023 전파공학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영어 1

ENE4024 광전자공학 3 3 0 전문 4학년 영어 1

ENE4025 디지털 집적회로설계 3 2 2 전문 4학년 영어 1

ENE4026 전력전자공학 3 3 0 전문 4학년 1

ENE4027 전자에너지변환공학 3 3 0 전문 4학년 영어 1

ENE4028 전기설비 및 설계 3 3 0 전문 4학년 1

ENE4029 전력시장 및 경제이론 3 3 0 전문 4학년 1

ENE4015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래밍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2

ENE4030 전자응용 3 2 2 전문 4학년 영어 2

ENE4031 로봇공학 3 2 2 전문 4학년 2

ENE4032 이동통신공학 3 3 0 전문 4학년 2

ENE4033 반도체 공정 3 3 0 전문 4학년 2

ENE4034 아날로그 집적회로설계 3 2 2 전문 4학년 영어 2

ENE4035 전동력제어 및 응용 3 3 0 전문 4학년 2

ENE4036 전력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3 3 0 전문 4학년 영어 2

ENE4037 전기응용 3 3 0 전문 4학년 2

ENE4038 대체에너지공학 3 3 0 전문 4학년 2

ENE4039 캡스톤 디자인 3 2 2 전문 4학년 1/2

ENE4040 인턴십 3 0 0 전문 4학년 계절

ENE4041 멘토링 1 0 2 전문 3,4학년 1/2

ENE4042 신호및시스템 3 2 2 기초 3학년 영어 1 신설

학점 계 158학점 단, 멘토링, 인턴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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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전자전기공학부 세부 전공 트랙

▷ 디지털시스템 및 전자응용 트랙

▷ 마이크로전자공학 트랙

▷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신호처리 트랙

▷ 전력계통 및 신재생에너지 트랙

▷ 전력변환시스템 트랙

▷ 통신 및 전자파 트랙

 전자･전기 심화 프로그램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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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전기 심화 프로그램 설계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디지털시스템 및 전자응용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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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전자공학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신호처리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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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계통 및 신재생에너지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전력변환시스템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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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및 전자파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최대 인정 학점 : (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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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2001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의 개론을 이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체계적인 설계 방식을 통해 구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LEGO NXT를 사용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현하며 결과를 보고서와 UCC를 통해서 평가한다.

ENE2002 회로이론 1 Circuit Theory 1

회로이론은 시스템분야의 심층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과목이다. 전기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소자의 정
의, 각종 정리/법칙, 회로의 해석/설계에 이르는 전공영역을 배운다. 다양한 회로의 해석을 통하여 특성, 
시간응답, 주파수 응답, 전력이용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NE2003 디지털공학 Digital Engineering

2진수 체계에서의 신호 표시 및 부울 대수, 사칙연산 등 2진 논리의 기초 대수를 강의한다. 그리고 논리 
게이트를 기반으로 한 조합회로 이론을 다룬다.

ENE2004 C언어 및 프로그래밍 도구 C Language and Programming Tools

C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배운다. 강의 내용은 C언어의 기본요소 
이해 및 구조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개념을 익히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진다. 그리고 
공학계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툴의 사용법을 소개한다.

ENE2005 물리전자공학 1 Physical Electronics 1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결정구조, 평형 및 비평형상태에서의 반도체 특성, 
반도체 내에서의 전하 이동현상 등 반도체 물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ENE2006 전자기학 1 Electromagnetics 1

정전계 및 정자계를 학습하며, 이에 필요한 도구인 좌표계 및 벡터 해석을 강의한다.

ENE2007 전기회로실험 Electric Circuit Laboratory

회로해석의 기본이 되는 옴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및 각종 이론을 실험에 적용시키고, 여러 소자들을 
이용하여 회로를 결선하고 측정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ENE2008 회로이론 2 Circuit Theory 2

전자,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전기소자들의 연결로 구성되는 
각종 회로들의 특성, 시간응답, 주파수 응답, 전력 및 에너지 등에 관한 해석능력을 배양시켜,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기능의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NE2009 논리회로설계 Logic Design

디지털 회로의 기본 기억소자인 플립플롭으로부터 메모리, 유한상태기계, 파이프라이닝, HDL등을 이용한 
다양한 순차회로의 분석, 구성 방식 및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교과목 해설(2011년 전체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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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2010 계측 및 센서공학 Electric Measurement and Sensor Engineering

전기적인 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기, 전자계측기에 대해 그 구조와 센서의 동작원리 및 활용법을 습득케 한다.

ENE2011 물리전자공학 2 Physical Electronics 2

반도체 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이오드, FET, BJT 등 다양한 반도체 전자소자의 기본 동작원리를 
강의한다.

ENE2012 전자기학 2 Electromagnetics 2

Maxwell 방정식과 전자기파의 기본개념을 다루며 전자기파의 전파 및 도파구조 등에 대해 강의한다. 

ENE2013 디지털실험 Digital Laboratory

논리회로 게이트, 플립플롭, 카운터 등 각종 디지털 회로의 활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며 상용 MSI 및 
LSI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의 구현을 실험한다.

ENE4001 전자회로 및 실험 1 Electronic Circuit and its Laboratory 1

다이오드(Diode),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BJT), 전계효과트랜지스터(FET) 등의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이들을 회로소자로 구성한 전자회로의 해석과 설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단극성 다이오드, 트랜지스
터의 특성,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및 제 현상들을 실험을 통하여 이론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익히고 
실험결과 및 오차를 고찰한다.

ENE400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 Application of Microprocessor and its Laboratory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의 통신을 이용한 응용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
구조와 종류 그리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기능별 분석 등을 이해한다. 응용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방법과 시스템 C 프로그램, 컴퓨터와의 통신 시스템 설계와 구성 등을 학습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응용 시스템의 설계를 교육하게 된다.

ENE4003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본 교과목에서 공학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불규칙신호의 이해를 위해 확률과 랜덤변수기초 이론들을 다시 
이에 맞게 재해석하고 보다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한다. 이는 향후에 공부하게 될 많은 전공과목들, 
즉, 통신, 신호처리, 제어 등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NE4004 고체전자소자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디지털, 아날로그 및 RF 집적회로 설계에 필요한 CMOS 소자의 응용 이론과, SPICE 모델 파라미터 추출, 
집적회로 제작 공정과 LAYOUT 방법, 기생 소자 예측 방법, 및 집적회로 개발환경 등을 강의한다.

ENE4006 전력공학 1 Electric Power Engineering 1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선로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신뢰성 있게 수용가까지 전송하는 송배전의 
기본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전개과정을 소개하여 새로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주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으로서 전기의 역사, 전력공학의 기초이론, 송배전계통의 구성, 가공송전선로, 선로정수와 코로나, 
변압기와 단위법, 중성점의 접지 및 이상전압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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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07 전기기계 1 Electrical Machinery 1

전기-기계 에너지를 상호 변환시키는 장치들의 원리 및 특성 등을 다룬다. 직류기계(직류발전기, 직류전동
기 등)와 정지유도기기(변압기 원리 및 특성, 변압기 결선 및 운전 등)를 병행하여 강의한다.

ENE4008 전기전자재료공학 Electrical & Electronic Material Science

도전재료, 절연재료, 유전재료, 자기재료, 반도체 재료, 양자전자재료 등의 물성론적 기초이론, 특성, 용도 
및 시험법을 다룬다.

ENE4009 전자회로 및 실험 2 Electronic Circuit and its Laboratory 2

집적회로 증폭기의 해석과 설계에 대해 강의하며, 특히 설계과제 및 실험을 통하여 강의한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NE4010 컴퓨터구조 및 설계 Computer Architecture and Design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인 이해와 상호작용을 학습하기 위해 컴퓨터의 요소별 기본 개념을 포괄적
으로 다룬다.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소개되며 성능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구조를 교육하게 된다.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서 연산, 구조, 메모리구조 등이 이론적으로 다루어지며 소프
트웨어적인 최적화를 이해한다. 실험을 통해 프로세서의 구성을 이해, 사용하며 시스템을 설계한다.

ENE4011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Automatic Control System and Design

기본적인 자동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해석과 설계를 하기 위하여 주로 선형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응답특성, 성능 평가, 안정도 특성, 선도 해석법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ENE4012 통신이론 및 실험 Communication Theory and its Laboratory

통신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통신신호의 종류와 그 신호들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통신이론과 실제 통신
시스템의 예로 AM, FM, PM과 같은 아날로그 변복조 방식에 관하여 강의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배운 
이론들을 정리한다.

ENE4013 초고주파회로 및 설계 Microwave Circuit Design

전송선로 이론, 다중포트 네트워크 이론, Smith Chart, S-parameter 등을 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초고주파 수동 및 능동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설계 과제를 통하여 강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ENE4014 디지털 신호처리 및 설계 Digital Signal Processing and Design

디지털 신호의 주파수 변환과 Z-변환을 바탕으로 디지털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강의한다. 실제 FIR 및 
IIR 필터 설계 방법을 강의하고 컴퓨터 실습을 통해 디지털 필터를 설계한다.

ENE4015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래밍 및 실험 Multimedia Contents Programming and its Laboratory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본적인 개념 및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Visual C++ MFC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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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16 전력공학 2 Electric Power Engineering 2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선로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신뢰성 있게 수용가까지 전송하는 송배전의 
기본원리를 터득하여 전력시스템과 일반시스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력시스템을 해석하는 기술을 터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전력공학1 과목에서의 내용을 발판으로 보호계전의 필요성, 배전
방식과 역률개선의 필요성, 배전선의 전압조정 및 전기적 계산, 송전선로에서의 전압-전류 관계식, 전력조
류 계산법, 대칭/비대칭 고장전류 계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ENE4017 전기기계 2 Electrical Machinery 2

｢전기기계 1｣에서 다룬 내용을 기초로 유도기와 동기기를 병행하여 강의한다. 유도기에서는 특수 정지유도
기, 유도전동기, 특수유도기 등을 동기기에서는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의 동작원리, 특성 및 그 응용 
면을 이해하도록 한다.

ENE4018 고전압공학 High Voltage Engineering

전력 전송, 전기기기 등의 절연파괴에 매우 중요한 기술적 공학 분야로써 이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방전 
플라즈마공학을 이해하고 고전압에 의한 기체 및 각종 유전체의 전기 전도, 절연파괴 및 레이저에 의한 
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 이온의 운동 등을 물성적 특성, 또는 정량적으로 해석하도록 한다.

ENE4019 SoC 설계 SoC Design

단일 칩으로서 시스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SOC(System On a Chip)의 구성 방식과 설계 전반을 다룬
다. 임베디드 코아 활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할 및 통합 설계, 인터페이스 관련 내용을 강의한다.

ENE4020 디지털제어 및 실험 Digital Control and its Laboratory

기본적인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
며 임베디드, 원격제어, 마이크로 마우스 등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실험을 한다.

ENE4021 멀티미디어 콘텐츠 신호처리 및 실험 Multimedia Contents Signal Processing and its Laboratory

영상 및 음향 신호의 샘플링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TV의 스펙트럼에 대해 강의한다. 영상 데이터 압축 
방법을 MPEG의 예를 통해 강의하고 컴퓨터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멀티미디어 핵심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
를 수행한다.

ENE4022 디지털통신 및 실험 Digital Communication and its Laboratory

디지털 통신시스템의 개념과 이에 따른 이론적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내용은 디지털통신에서 
필요한 수학적 배경, 디지털 변조 및 복조 방식, 채널부호화 이론 등과 이에 관련된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실제 문제들이다. 또한 실험을 통해 배운 이론들을 정리한다.

ENE4023 전파공학 및 실험 Antenna and Electromagnetic Wave
Propagation and its Laboratory

전자파의 전파특성과 각종 안테나의 동작 원리 및 제 특성에 대하여 강의하고, 패치안테나의 설계, 제작 
및 측정을 통하여 강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ENE4024 광전자공학 Optical Electronics

다양한 광소자 및 광섬유의 특성과, 이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광 송수신기 및 광통신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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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25 디지털 집적회로설계 Digital IC Design

완전 주문형 방식의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CMOS로의 논리게이트 구성, 연산회로 및 
메모리 구현,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등을 다룬다.

ENE4026 전력전자공학 Power Electronics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이용한 초퍼, 인버터, 사이클로 컨버터와 같은 전력변환장치
의 전력변환과정 및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응용 등을 다룬다.

ENE4027 전자에너지변환공학 Electromagnetic Energy Conversion

전기에너지의 특질, 전자에너지의 변환원리, 자기시스템 등가모델 및 해석 방법 등을 기초로 변압기 및 
회전형 전기기계의 등가 모델과 동특성을 이해하고 해석법을 다룬다. 또한, 본 강좌에서는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변압기 및 회전형 전기기계를 시뮬레이션 한 후 동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ENE4028 전기설비 및 설계 Electric Facilities and Design

전기 생산을 위한 설비와 전기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 즉, 발전소, 변전소, 송전설비, 배전설비 및 
전선로와 전력보안 통신설비 등을 다루고 이러한 전기설비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ENE4029 전력시장 및 경제이론 Electric Power Markets and Economics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개요와 경제이론
을 소개하고자 하며, 전력시장운영과 전력시스템운영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전력시장체제에서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송전회사, 배전회사 및 소비자의 역할을 익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에
서는 전력시장, 전력거래 및 전력가격 결정원리, 시장참여자 및 전력거래소의 역할, 전력시장운영규칙, 
송전요금, 경제급전, 최적조류계산(OPF)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ENE4030 전자응용 Electronics Application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호 획득 및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응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정한 전자응용 
분야가 설정되며, 그에 따른 센서, 알고리즘,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계를 학습하게 된다.  신호처리
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함께 시스템의 구현성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디지털 신호처리의 성능과 
연산능력 기반의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또한 이해하게 된다.

ENE4031 로봇공학 Robotics

로봇공학의 개괄적인 소개로 동역학, 제어공학, 계측 센서공학 등의 기초 개념들을 학습한다. 또한 컴퓨터 
응용 기술을 학습하여 로봇을 고기능화, 복합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ENE4032 이동통신공학 Mobile Communication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 이동통신의 기반이 되는 변복조 기술, 부호화 기술, 셀룰러 시스템 기술, 무선 및 이동채널 
개념을 익히고 최신 이동통신기술동향에 대해 공부한다.

ENE4033 반도체공정 Semiconductor Device Process

마스크 제작 및 리소그래피, 산화, 확산, 이온주입, CVD, 식각, 금속화 등 반도체 기판을 사용하여 소자 
및 집적회로를 만드는 방법 및 처리 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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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34 아날로그 집적회로설계 Analog IC Design

완전 주문형 방식의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증폭기, 전압 및 전류 제어 회로, AD 및 
DA변환 등의 내용을 다룬다.

ENE4035 전동력제어 및 응용 Motor Force Control and Application

직류전동기, 교류전동기, 특수전동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액튜에이터에 대해 전력 변환장치를 이용한 
속도, 위치, 토크 제어시스템 등을 다루고 이들에 대한 응용능력을 키운다.

ENE4036 전력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Power System Modeling and Simulation

전력시스템 해석 및 설계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Matlab/Simulink의 사용법을 익히고 시뮬레이션 
스킬과 해석 능력을 습득 한 후, 학생들이 직접 전력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여 이를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력시스템의 설계 구현 기술을 숙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NE4037 전기응용 Electrical Application

조명공학, 전열공학, 전기화학, 전동기 응용, 전기철도 및 기타 전기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ENE4038 대체에너지공학 Engineering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증가로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발전 등의 대체에너지원의 발전기술을 익혀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도록 한다. 기존발전방식의 소개, 풍력 발전시스템의 원리와 특성, 태양전지 발전시스템의 
원리와 특성,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요성, 대체에너지 기술의 미래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ENE4039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

전자전기공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 습득한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공학 문제를 해결한다. 주어진 제약조
건하에서 공학문제의 선정, 해결방법, 구현, 그리고 보고서(논문) 작성의 모든 단계를 수강생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ENE4040 인턴십 Internship

학생들로 하여금 하계동안 전일제로 전공 관련 현장수업을 통해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체 또는 연구소에 일정기간 동안 현장 업무에 참여하도록 한다. 정해진 양식에 일자별 업무, 시간 
등을 기록하고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근거로 전공 학점을 부여한다.

ENE4041 멘토링 Mentoring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이 기업 실무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며, 기업 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턴십과 Capstone Design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설계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ENE4042 신호 및 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연속적인 신호와 이산 신호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을 다룬다.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인 선형성, 
시불변성, 인과성, 안정성 등에 대해 정의하고 특히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입출력 사이의 표현과 물리적 의미를 다룬다. 이론 강의 내용을 컴퓨터 실습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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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대    학 학부/전공 교육지향 세부 분야

공    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 산업지향 전문가

 교육과정

심화 과정

국문 과정명 컴퓨터공학심화

국문 학위명칭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영문 학위명칭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일반과정

국문 과정명 컴퓨터공학

국문 학위명칭 공학사

영문 학위명칭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주임교수 / PD교수

이    름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연구실

장 태 무 학과주임교수 2260-3341 jtm@dongguk.edu 원흥관 E407

정 진 우 PD 교수 2260-3812 jwjung@dongguk.edu 정보문화관 Q105

 학과 사무실

위    치 전화번호 FAX번호 학과 홈페이지

원흥관 F동 116호 2260-8742 2265-8742 http://cse.dongguk.edu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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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컴퓨터공학 전공은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의 선구자

로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I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능력을 지니는 인재 배출을 교육목표

로 한다.

1. 컴퓨터공학의 기초 및 이론 지식, 공학적 사고 능력

2. IT 제 분야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능력

3. 공동/협력 작업에 필요한 협동심 및 원활한 의사

소통 능력

4.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컴퓨터공학 기술자가 지

녀야 할 윤리성, 평생학습 능력 및 언어 능력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컴퓨터공학은 IT의 핵심으로 정보화 시대를 주도

하는 첨단 학문이며, 현대와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이 컴퓨터와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수요가 

많은 분야이다. 

 컴퓨터공학에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임베디드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등 컴퓨터를 구동하고 통신

하기위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 프

로그래밍 언어, 기호연산,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

웨어 공학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과 도구들을 연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래픽스, 인공지능, 로보틱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컴퓨터 응용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이론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문의 융합 추세에 따라 컴퓨터 관련 기술

이 BT, NT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과 결합하여 새로

운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 의

료, 문화컨텐츠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컴

퓨터공학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에서는 1971년 컴퓨터

공학과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보기술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해 오고 있다. 최근의 졸업생들은 대기업, 

정보기술관련 전문업체, 금융업계, 국가기관 등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과 해외 유학도 

주된 진로 중의 하나이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인력은 IT 전문가로서 산업체

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등 개발자나 

관리자가 되거나,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서 전산관련 연구, 기획,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연구원, 교수가 될 수도 있다. 일반 산업체나 연

구기관에서의 정보기술 전문 인력의 수요는 계속 증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컴퓨터공학 졸업생들은 사

회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고급 인력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의 졸업

후 주요 진로를 몇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IT 관련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정보기술 전문업체 

등에 기술 개발 및 관리 인력으로 취업

∙ 정보처리 기술사, 정보시스템 감리사, 컴퓨터 보

안 전문가 등 IT 전문가로 활동

∙ 금융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취업

∙ 컴퓨터공학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 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으로 진출

∙ 교직 이수 후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사로 진출

∙ IT 분야 벤처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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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증(KCC2005)을 위해서는 다음의 교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공인정 타학과 개설 교과목 지정 표 이외의 타 

전공은 인정하지 않음)

1. 전문교양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1) 기초교양과목(교양필수) 12학점

  2) 기본소양과목(학문기초) 9학점(기본소양과목 

: 기술과 사회, 공학경제, 공학법제)

  3) 핵심교양의 전체영역에서 3학점 이상

2. MSC 과목(학문기초) 30학점 이상 이수

  1) 수학과목 12학점 이상(미적분학 및 연습 1, 확

률 및 통계학, 이산수학 반드시 포함)

  2) 과학과목 14학점 이상(일반물리학실험 1, 2 또

는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2 또는 일반화확 및 

실험 1, 2,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인터넷 프

로그래밍 반드시 포함)

  3) 과학과목 중 동일학과에서 개설하는 실험과목

과 개론과목 중복수강 시 MSC과목으로 불인정

 3. 1학년 창의적공학설계 이수

 4. 4학년 캡스톤 디자인1, 2,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1, 2 중 한 학기 이수

  -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 1, 2 : 엔터테인

먼트 컴퓨팅 특정분야에 특성화된 캡스톤 디자

인 과목으로  캡스톤 디자인 1, 2와 동일 유사 

교과목임

 5. 4학년 교과목에서 18학점 이상 이수

 6. 설계학점 합계 18학점 이상 이수(설계과목별 설

계학점의 합계 18학점 이상)

 7.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구성, 컴퓨터알고리즘

과 실습, 프로그래밍언어개념, 운영체제,  데이

터통신입문, 소프트웨어공학 중에서 5과목 이상 

이수

 8. 전공과목 합계 60학점 이상 이수

학년 1학기 2학기 비고

1

미적분학 및 연습 1
일반 물리학/ 생물학 및 실험 1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이산수학

창의적 공학설계

미적분학 및 연습 2
일반 물리학/ 생물학 및 실험 2

인터넷 프로그래밍
창의적 공학설계

MSC
전공기초

2

확률 및 통계학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전공기초

3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전문

4

캡스톤 디자인1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설계와 패턴

컴퓨터 네트워킹
컴퓨터 보안
모바일 컴퓨팅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1
인턴쉽(계절학기)

캡스톤 디자인 2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유비쿼터스 컴퓨팅
로봇 프로그래밍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2

전공심화

* 밑줄 : MSC

  bold + 밑줄 : 전공 필수(창의적 공학 설계, 캡스톤 디자인과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는 한 학기 

이수), italic : SD 트랙 심화

  bold + italic + 밑줄 : 엔터테인먼트 컴퓨팅[EC] 트랙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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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홍 영 식

전 공 분 야 병렬 분산 알고리즘, 정보보호

세부연구분야 알고리즘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응용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병렬알고리즘 암호학개론 알고리즘분석설계론 계산특론, 계산이론

대 표 논 문

Character Recognition in a Sparse Distributed Memory

A Parallel Algorithm for  a Preemptive Scheduling

A Sequencer-based Fault tolerant Broadcasting Protocol

이 금 석

전 공 분 야 운영체제

세부연구분야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품질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응용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운영체제론 컴퓨터시스템성능평가론 분산운영체제론 운영체제특론

대 표 저 서

이금석, 김용수, 실용적 예제로 배우는 리눅스 시스템프로그래밍, 사이텍미디어, 2005

이금석 외 6명, 운영체제, 사이텍미디어, 2005

이금석 외 4명, 운영체제, 인터비젼, 2002

대 표 논 문

선수림, 이금석, AOP를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성 강화 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4권, 
2호, pp. 119-128, 2009. 3

이명숙, 이금석, 인터넷 쇼핑몰 사용성에 대한 품질평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2권, 6호, pp. 59-68, 
2007. 12

손형길, 이금석,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의 보안 커널 구현, 한국정보처리학회 논문지, 10-C권, 2호, pp. 
145-154, 2003. 6

장 태 무

전 공 분 야 컴퓨터구조

세부연구분야 컴퓨터구조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산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구성론 유비쿼터스컴퓨팅 컴퓨터구조특강 전산기시스템설계론

대 표 논 문

분산 OCSP에서 인증서 상태 검증을 위한 효율적인 CRI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CASA 기반의 동적 접근 제어 기법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심리적 유락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분석
(한국정보처리학회게임논문지)

오 세 만

전 공 분 야 프로그래밍언어론

세부연구분야 컴파일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육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컴파일러구성론 형식언어및오토마타론 형식언어특론 컴파일러구성특론

대 표 저 서

컴파일러입문, 정익사

자바입문 : 이론과 실습, 생능출판사

C# 입문 : 이론과 실습, 생능출판사

대 표 논 문

모바일 게임 콘텐츠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자동 생성 기법, 정보과학회 논문지, 제 15권 11호, 2009.

다수 로봇 협업을 이용한 진화 로봇 시뮬레이터의 개발, 대한임베디드공학회 논문지, 제 4권 2호, 2009.

가상기계를 위한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
(한국정보과학회 프로그래밍언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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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 현

전 공 분 야 기호연산 및 병렬처리

학사학위과정 경북대학교 전자 및 전산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병렬처리론 프로그래밍언어특론 분산처리시스템 병렬분산처리

최 은 만

전 공 분 야 소프트웨어공학

세부연구분야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설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Illinois Institute of Tech. 전산학과 전산학 박사

담 당 과 목 소프트웨어공학론 객체지향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소프트웨어공학특론

대 표 저 서

소프트웨어공학, 정익사, 2007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사이텍미디어. 2005

UML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설계, 생능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AOP를 이용한 재공학에서의 핫 스팟 탐색과 응용,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2009

XML을 이용한 UML 기반 산출물의 추적,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2009.

보안 취약성 검사를 위한 AOP 기반의 동적 분석, 정보과학회 논문지, 2010

김 준 태

전 공 분 야 인공지능

세부연구분야 데이터마이닝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제어계측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자연어처리론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인공지능특론

대 표 저 서

김준태, 심광섭, 장병탁, 최중민, 인공지능, 희중당, 1999.

김정숙, 김준태, 오세만, Excel 2000, 생능출판사, 1999.

장태무, 홍영식, 이금석, 김준태, 컴퓨터 실습, 생능출판사, 2003.

대 표 논 문

Hyungil Kim, Sungwoo Hong, and Juntae Kim, "Detection of Auto Programs for MMORPGs", Lecture 
Not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eries (LNAI) 3809, Springer-Verlag Publisher, 2005. 

김형일, 정동민, 엄기현, 조형제, 김준태, "가시성 검사를 이용한 3차원 게임에서의 효율적인 경로 탐색", 멀티미
디어학회 논문지, 제9권, 제11호, 2006.  

김형일, 김준태, "협동적 여과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된 디지털 음악 추천", 한국디지털컨텐츠학회 논문지, 
제8권, 제4호, 2007.

안 종 석

전 공 분 야 컴퓨터 네트워크

세부연구분야 컴퓨터 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통신네트워크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특강

대 표 논 문

Ahn Jong-Suk, Yoon Jong-Hyuk, Lee Kang-Woo, “Performance and Energy Consumption Analysis 
of 802.11 with FEC Codes over Wireless Sensor Network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9 No.3, pp. 265-273, 2007

신연순, 현규완, 안종석, 김희철, 이강우, “은닉노드를 고려한 LR-WPAN 성능의 분석적 모델”, 정보처리학회논
문지 C Vol. 16-C, pp. 133-142, 2009

현규완, 신연순, 안종석, 이강우,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은닉 노드와 CCA 지연 알고리즘이 IEEE 802.15.4 
네트워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Vol. 16-C, pp. 393-406, 2009



410

이 용 규

전 공 분 야 데이터베이스

세부연구분야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산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Syracuse University 전산학과 전산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보검색론 데이터베이스설계론 데이터베이스체제론 데이터베에스체제특론

대 표 저 서 오세만, 이용규, "개정판 인터넷 프로그래밍 입문," 생능출판사

대 표 논 문

Mee Hwa Park and Yong Kyu Lee, "Broadcast Scheduling for Intelligent Service Robots," International 
Journal of ARM, vol. 9, no. 3, pp. 50-57, 2008. 

Sung Eun Park and Yong Kyu Lee, "Efficient Bid Pricing Based on Costing Methods for Internet Bid 
Systems," WISE2006,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LNCS), vol. 4255, pp. 289-299, 2006. 

Min Jung Ko and Yong Kyu Lee, "Reserve Price Recommendation by Similarity-Based Time Series 
Analysis for Internet Auction Systems," Lecture Not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LNAI), vol. 4251, pp. 
292-299, 2006.

문 봉 교

전 공 분 야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보안

세부연구분야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보안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GIST 정보통신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ing's College LONDON Informatics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고급이동인터넷 퍼베이시브 네트워킹 큐잉이론 및 성능분석 모바일 보안

대 표 저 서
CHAPTER 6 :Quality of Service in Mobile IP Networks, "The Mobile Internet: Enabl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Electrical Engineering & Applied Signal Processing Series Volume: 16, CRC Press, April 
2004

대 표 논 문

Bongkyo Moon, "Minimizing SIP Session Re-Setup Delay over Wireless Links in 3G Handover Scenarios," 
EURASIP Journal on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Vol. 2010, Article ID 634810 (SCIE) 

Bongkyo Moon, "Modelling Real-time Flow Connections in Wireless Mobile Internet," IEICE Trans. 
Commun., Vol.E89-B, No.12, pp.3442-3445, December 2006 (SCI) 

Bongkyo Moon and A. H. Aghvami, "Quality of Service Mechanisms in All-IP Wireless Access Networks," 
IEEE 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 Vol.22, No.5, pp.873 -888, June, 2004 (SCI)

정 진 우

전 공 분 야 로보틱스

세부연구분야 로보틱스

학사학위과정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전자전산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지능로봇론 지능로봇특론

대 표 저 서

Kenneth H. Rosen 지음/공은배,권영미,김명원,김종찬,김태완,정은화,정진우 공역, 이산수학 (6판), 맥그로우
힐 코리아, 2008년 3월

Hyong-Euk Lee, Young-Min Kim, Jin-Woo Jung and Z. Zenn Bien, "Living Behavior Pattern Learning 
System for Human-friendly Assistive Home Environment," From Smart Homes To Smart Care (Assistive 
Technology Research Series 15) edited by Sylvain Giroux, IOS press, 2005

케빈 워윅 지음/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제어연구실 옮김/변증남 감수, 로봇의 행진: 21세기 지구주인은 로봇, 
한승출판사, 1999년

대 표 논 문

나두영, 노수희, 문형필, 정진우, 김용태, "모듈형 로봇의 자가 결합을 위한 퍼지 주행 제어 및 장애물 회피 
제어,"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Vol. 19, No. 4, pp.470-477, 2009

K.-H. Park, Z. Bien, J.-J. Lee, B. K. Kim, J.-T. Lim, J.-O. Kim, H. Lee, D. H. Stefanov, D.-J. Kim, 
J.-W. Jung, J.-H. Do, K.-H. Seo, C. H. Kim, W.-G. Song, and W.-J. Lee, "Robotic smart house to 
assist people with movement disabilities," Autonomous Robot, Vol. 22, pp. 183-198, 2007

Gesture-based Interface using Multiple Cameras for Home Appliance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Assistive Robotics and Mecha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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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정 모

전 공 분 야 컴퓨터 그래픽스

학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그래픽스

대 표 논 문

Jeong-Mo Hong, Ho-Young Lee, Jong-Chul Yoon and Chang-Hun Kim, "Bubbles Alive",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In Proceedings of ACM SIGGRAPH 2008), Volume 27, Issue 3, pp.481-484, Aug, 2008.

Jeong-Mo Hong, Tamar Shinar and Ron Fedkiw, "Wrinkled Flames and Cellular Pattern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In Proceedings of ACM SIGGRAPH 2007), Volume 26, Issue 3, 
pp.471-476,2007. 

Jeong-Mo Hong and Chang-Hun Kim, "Discontinuous Fluid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In 
Proceedings of ACM SIGGRAPH 2005), Volume 24, Issue 3, pp.915-920, 2005.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IC2001 창의적 공학 설계 3 2 2 3 기초 학사1년 1/2 필수

CIC2002 자료구조와 실습 3 2 2 1 기초 학사2년 1

CIC2003 컴퓨터 구성 3 2 2 0 기초 학사2년 1/2

CIC2004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3 2 2 1 기초 학사2년 2

CIC4001 캡스톤 디자인 1 3 2 2 3 전문 학사4년 1 필수 P/F

CIC4002 캡스톤 디자인 2 3 2 2 3 전문 학사4년 2 필수 P/F

CIC4003 인턴쉽 3 0 6 3 전문 학사3~4년 계절 P/F

CSE2010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3 2 2 1 기초 학사1~2년 2

CSE2011 자료처리와 실습 3 2 2 1 기초 학사1~2년 2

CSE4029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3 2 2 1 전문 학사3~4년 1

CSE4030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SE4031 형식언어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SE4032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SE4033 운영체제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SE4034 컴퓨터 구조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SE4035 컴파일러 구성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SE4036 인공지능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SE403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 3 0 1 전문 학사3~4년 2

CSE4038 데이터 통신 입문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SE4039 소프트웨어 공학 3 3 0 1 전문 학사3~4년 2

CSE4040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3 2 2 2 전문 학사3~4년 1

CSE4041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3 2 2 2 전문 학사3~4년 1

CSE4042 객체지향 설계와 패턴 3 2 2 2 전문 학사3~4년 1

CSE4043 컴퓨터 네트워킹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SE4044 컴퓨터보안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SE4046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3 2 2 2 전문 학사3~4년 2

CSE4048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3 2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SE4049 유비쿼터스 컴퓨팅 3 2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SE4051 로봇 프로그래밍 3 2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SE4052 모바일컴퓨팅 3 2 2 2 전문 학사  3~4년 영어 1

CSE4053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1 3 2 2 3 전문 학사 4학년 1/2 필수 P/F

CSE4054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2 3 2 2 3 전문 학사 4학년 1/2 필수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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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산업체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창의적 공학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모바일 컴퓨팅
컴퓨터 보안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객체지향 설계와 패턴

 

교수 및 연구직
(대학원 진학)

창의적 공학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영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고급시스템 프로그래밍

모바일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로봇 프로그래밍

중∙고등학교 교사
(교직 이수)

창의적 공학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영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모바일 컴퓨팅

복수전공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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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CIC2001 창의적 공학 설계 3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CIC2002 자료 구조와 실습 3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CIC2003 컴퓨터 구성 3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CIC2004 객체 지향 언어와 실습 3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CIC4001 캡스톤 디자인1 3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CIC4002 캡스톤 디자인2 3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CIC4003 인턴쉽 3

￭최대 인정 학점 : ( 21 ) 학점

 교과목 해설

CIC2001 창의적 공학 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개인 또는 그룹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CIC4003 인턴쉽 Internship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종합적인 전공 지식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하고, 산업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 현장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CIC4001 캡스톤 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본 강좌는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설계 과목이다. 현대적인 설계이론과 설계 문제 모델
링, 설계서 작성 방법,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학년에 한학기만 이수하면 되며, 수강하는 학기에 캡스
톤 디자인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을 위한 설계학점 이수요건을 만족하는 학생만이 수강할 수 있다.

CIC4002 캡스톤 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본 강좌는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설계 과목이다. 현대적인 설계이론과 설계 문제 모델
링, 설계서 작성 방법,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학년에 한학기만 이수하면 되며, 수강하는 학기에 캡스
톤 디자인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을 위한 설계학점 이수요건을 만족하는 학생만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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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4053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프로젝트1.2 Entertainment Computing Project 1,2

본 과목은 ‘엔터테인먼트 컴퓨팅’분야에 대해 특성화된 종합설계 과목으로써 정보 기술과 문화 기술이 어울
러지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큰 인력 수요가 예되는 도심형 문화 콘텐츠 분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고급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 기술 기반의 고급 실무 능력을 배양 한다. 졸업 요건으로서의 ‘캡스톤 디자인’과목을 대체 할 수 있다.

CIC2002 자료구조와 실습 Data Structures and Practice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기본 과목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
구조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 이를 
응용한 스택, 큐, 트리, 그래프 구조 등을 배우며, 여러 가지 탐색 방법과 정렬 방법 등을 공부한다. 

CIC2003 컴퓨터 구성 Computer Organization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그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 강의함으로
써 앞으로의  컴퓨터 시스템 관련 과목 수강의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CSE2010 시스템프로그래밍과 실습 System Programming and Practice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계어에 대한 개념을 다룬 후 일반적인 어셈블리 언어를 통해 인스트럭션과 
그 수행과정을 이해하며, 실습을 통하여 여러 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기법을 익힌다. 고급 언어 프로그램도 
작성하여 Linux 시스템에서 실행한다.

CSE2011 자료처리와 실습  Data Processing and Practice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의 자료처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공부하고 실무의 예를 통해 학생들의 자료처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강의와 실습 내용은 정보 기술의 기본 개념, 
three-tier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주요 자료처리 언어와 프로그램 개발 방법, 윈도즈 시스템, 응용서버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실무 예, 트랜잭션 처리 등이다. 

비 고 강의 방식 :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CIC2004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Object-Oriented Language and Practice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여 그 언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론적 관점에서 객체지향 언어를 강의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필수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CSE4029 컴퓨터알고리즘과 실습  Computer Algorithm and Practice  

컴퓨터 응용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구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컴퓨터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기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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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4030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Computer Graphics and Practice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시화 하는 모든 기술을 다루어 왔으며 최근 들어 문화 기술의 핵심으로써 
게임 프로그래밍, 영화 특수효과, 삼차원 디지털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삼차원 그래픽스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중심으로 기하 모델링, 랜더링,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을 학습한다.

CSE4031 형식언어 Formal Language

컴파일러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고 각 단계를 자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형식언어 이론을 강의한다. 먼저, 
정규 언어(Regular language)를 중심으로 정규 문법, 정규 표현 그리고 인식기인 유한 오토마타(Finite 
automata)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어휘 분석기(Lexical analyzer)를 구현한다. 
다음으로, 구문 분석(Syntax analysis)을 위한 Context-free 문법의 여러 가지 속성을 공부하고 그의 
인식기인 푸시다운 오토마타(Pushdown automata) 이론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컴파일
러의 파싱 방법을 익히고 파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CSE4032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본구조와 그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자료형, 
추상화, 순서제어, 부프로그램제어, 자료제어, 기억장소관리 기법을  다양한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장단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CSE4033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최신 운영체제의 내부 구성요소 및 그 동작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프로세스와 스레드, 스케쥴링, 프로세스
간 통신, 메모리 관리, 파일시스템, 입출력 시스템 및 보안 등을 공부한다. 또한, Unix/Linux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밍 과제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CSE4034 컴퓨터 구조 Computer Architecture

컴퓨터 구성 과목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자계산기 조직 분야의 topic 등을 다룬다. 기억장치의 계층구조, 
입출력 시스템,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고성능의 ALU설계 등이 주된 과제이며, 현재 전자계산기 
조직 분야의 발전추세에 맞는 제목들이 추가 강의된다. 

CSE4035 컴파일러 구성 Compiler Construction

본 강좌는 형식언어의 연속 강의로 컴파일과정 중에 구문 분석과 중간코드 생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또한, AST 생성, Ucode 번역 등을 강의하며 Mini C 언어에서 Ucode 코드로 번역하는 실험용 컴파일러를 
제작해 본다. 생성된 Ucode는 Ucode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행된다.

CSE4036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가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 및 기법을 소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응용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지식의 표현 및 추론, 탐색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 등을 공부하고, 전문가 시스템, 확률적 추론, 기계 학습, 신경망, 자연언어처리 등 인공지능 
분야의 여러 가지 기초 이론과 연구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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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403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atabase Syste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념에 대한 기초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입문, 관계 데이터 모델, 관계 대수, SQL, 저장 및 인덱싱, 질의 처리 개요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수적인 강좌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강좌의 선수과목이다.

CSE4038 데이터 통신 입문 Introduction to Data Communications

데이터 통신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로 표현된 데이터를 송신자에서 통신로를 
통해 수신자로 전송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공부한다. 데이터와 신호 개념, 
수학으로 표현되는 유무선의 통신로의 특성, 그리고 전송 알고리즘을 배운다. Modem, Codec, Hub, 
Bridge, Ethernet, Wireless LAN 등의 전송기기의 동작원리를 공부한다. 

CSE4039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적용되는 체계적이며 원리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법,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기법,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는 
기법, 모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기법, 코딩 스타일, 테스팅 기법, 유지보수 기법,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을 다룬다. 

CSE4040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Obje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윈도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C# 언어에 대해서 강의한다. 델리게이트, 
이벤트, 스레드, 그리고 제네릭 등과 같은 언어의 고급 개념은 이론적인 강의를 통하여 공부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윈폼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기법은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CSE4041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이 강좌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공부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강좌
에서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급 SQL, 개체 관계 모델과 개념적 모델링, 관계 모델과 정규화, 데이터베이
스 설계로의 변환, 데이터베이스 구현 등에 대하여 다룬다.  

CSE4042 객체지향 설계와 패턴 Object-Oriented Design and Patterns

고층빌딩을 지을 때 수많은 설계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상품이 될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수많은 
추상적 표현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 행위적 측면, 자료적 측면 등 여러 특성에 대한 
설계 의사결정과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 강좌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분석, 표현 및 구현 방법을 
배운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설계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설계 패턴에 집중한다. 

CSE4043 컴퓨터 네트워킹 Computer Networking

IP, TCP, UDP 등의 인터넷 전송 프로토콜과 E-mail, DNS(Domain Name System), 웹 등 인터넷의 
다양한 응용 프로토콜을 공부한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IP,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TCP와 UDP, 다양한 라우팅 알고리즘들을 배운다. 또한 소켓 프로그램 기법을 실습하며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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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4044 컴퓨터보안 Computer Security

안전한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보안정책, 보안모델, 컴퓨터 보안구조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CSE4046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Advanced System Programming

이 강좌는 Unix/Linux 시스템 호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방법 및 그 기반 메케니즘 등을 다룬다. 특히, 장차 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예제를 공부한다.

CSE4048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Embedded System Design

Post-PC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임베디드 Linux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도구를 사용하여 실습해봄으로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한다.

CSE4049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및 관련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선 네트워크 (WiFi, Zigbee, Bluetooth, WiMedia, WiBro, 
and 3G)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실습에서는 센서 모트상에서 TinyOS와 Nes C를 사용하여 USN 응용프로
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다양한 참고 자료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CSE4051 로봇 프로그래밍 Robot Programming

모바일 로봇/로봇 팔에 대해 로봇의 동작을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프로그래밍 해본다. 
또한, 로봇 관련 최신 이슈들이 소개된다.

CSE4052 모바일 컴퓨팅 Mobile Computing 

본 강좌에서는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특히, 스마트폰 플랫폼, 모바일 
IPv6,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IMS(IP Multimedia Subsystem), 무선 TCP, 그리고 IP QoS 
(Quality of Service)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실습에서는 Cocoa Touch 프레임웍을 사용하여 iPhone 
및 iPod touch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다양한 참고 자료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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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프로그램 교육목표 

정보통신공학과는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학문과 기술의 발전, 창의적 기술개발, 그리고 

정보산업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

를 설정한다.

① 수학과 기초과학의 지식을 습득하여 현재뿐만 아

니라 미래에도 정보통신 분야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한다. 

② 정보통신공학의 모든 교과목과 융합된 설계교육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습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③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각 전문 연구 분야의 일원으

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상호협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제공한다. 

④ 변화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생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를 학생들

에게 제공한다.

2. 프로그램 학습성과

① 수학, 기초과학 및 전문교양의 지식과 이론을 이

해한다. 

② 한 학기 정도의 기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

트의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주어진 설계서에 따라 

구현할 수 있다. 

④ 복합학제적 팀에 참가하여 팀웍을 조율하고 프로

젝트를 구현하였다.

⑤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하

드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 프로그램의 윤리규정을 이해하며 준수

한다. 

⑦ 주어진 주제 및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효과

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⑧ 공학 기술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

술할 수 있다.

⑨ 컴퓨터 정보 기술 발전의 동향 및 중요성을 이해

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

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의견을 정립하고 표현할 

수 있다.

⑪ 외국어로 된 기술문서를 이해하고 영어로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다.

⑫ 정보통신 실무에 필요한 전문 소프트웨어 및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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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국내에서 광기반의 인터넷 백본망이나 무선 기반의 

인터넷 접속망에 대한 인프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

준이고, 유무선 통합망을 통한 광대역 유무선 멀티

미디어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또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물과 

사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융합되고 고도화되면서 유비쿼터스라는 가히 혁

명적인 빅뱅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성취해온 정보 통신 기술의 진보

가 지구촌 인류의 사회, 문화, 정치에 큰 영향을 준 

것과 같이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입성은 또 다른 하나

의 큰 혁신을 우리 삶에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정보 

통신부에서는 u-IT839 전략 추진을 통하여 21세기 

유비쿼터스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반은 

융합과 유비쿼터스를 충족시키는 광대역 통합망을 중

심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대

역 통합망은 IPv6 체계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유ㆍ
무선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 망과 최종적으로 유비쿼

터스 센서 네트워크가 All-IP 망으로 통합되는 개념으

로 보고 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광대역 통합망을 비롯한 RFID/USN 등

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사용자는 유선 광대역 네트워크와 

동일한 품질의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구하며 

저속에서 고속까지,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의 여

러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IMT-2000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변화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 요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4세대 이동 통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이동 통신은 현재 저속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위주에서 고속 이동 중에 최대 

100Mbps, 정지 및 저속 이동 중에 155Mbps~1Gbps

까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유무선 

통합에 의한 진정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토록 하

는 데 있으며,  4세대 이동 통신이 지향하는 궁극적

인 목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의 

실현에 있다.

 이와 같이 미래의 통신 기술은 무선화, 고속화, 대

용량화를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매우 큰 인력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신 관련 전문 

기술을 습득할 경우 사회에서 희소가치를 충분히 인

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 후 진로

 정보 통신 분야는 그 발전 속도가 다른 분야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

보를 전달하는 통신망과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사회의 인프라이다.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통합 

발달은 초고속 통신망과 이동 통신망을 통한 멀티미

디어 통신서비스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가고 있다. 

정보 통신 분야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의 도입과 가공된 정보를 원거리에 

전달할 수 있는 발전된 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제 3의 

산업 혁명에 일컬을 만큼 일대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정보 통신 공학을 전공한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 통신 공학을 전공한 학생은 공무원, 공공 기

관, 연구소, 및 통신 전자 산업체 등에서 정보 통신 

서비스,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 생산, 관리, 기획하는 분야에서 일

하는 전문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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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계산통계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계산통계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Computer Science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데이터베이스체제 소프트웨어특강

대 표 저 서 Data Mining and Management, Editors: Lawrence I. Spendler, Nova Science Publishers, 2009

대 표 논 문

Chang-Hwan Lee, "IMSP: An Information Theoretic Approach for Multi-dimensional Sequential Pattern 
Mining" Volume 26, No. 3, pp. 231-242, Applied Intelligence, 2007. 6. 

Chang-Hwan Lee, "A Hellinger-Based Discretization Method for Numeric Attributes in Classification 
Learning" Knowledge-Based Systems, Vol. 20, No. 4, pp. 419-425, 2007. 5.

Chang-Hwan Lee, "Improving Classification Performance Using Unlabeled Data: Naive Bayesian Case", 
Knowledge-Based Systems, Vol. 20, No. 3, pp. 220-224, 2007. 4.

김 양 우

전 공 분 야 컴퓨터구조

세부연구분야 그리드 및 클라우드 분산 컴퓨팅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Syracuse University 컴퓨터공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Syracuse University 컴퓨터공학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운영체제 컴퓨터구성

대 표 저 서 사이버 자바 입문, '홍릉과학출판사', 2002.03

대 표 논 문
A Trust Evaluation Model for Cloud Computing

Reconfiguration Mechanisms for Virtual Organization using Remote Deployment of Grid Services



421

08

이 강 우

전 공 분 야 시뮬레이션

세부연구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임베디드시스템 Ⅰ,Ⅱ 운영체제

대 표 논 문

은닉노드를 고려한 LR-WPAN 성능의 분석적 모델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제16-C권 제1호, pp.133-142, 2009.2 (국내저명)

Performance and Energy Consumption Analysis of 802.11 with FEC Codes over Wireless Sensor Network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9 No.3, pp. 265-273, 2007. 9 (SCI)

Performance evaluation for CC-NUMA multiprocessors using an OLTP workload Microprocessors and 
Microsystems, Vol. 25, No. 4, pp. 221-229, 2001. 6 (SCIE)

이 재 훈

전 공 분 야 네트워크

세부연구분야 컴퓨터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네트워크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네트워크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데이터통신 초고속통신망 컴퓨터네트워크

대 표 논 문

Address Autoconfiguration and Route Determination Mechanisms for the MANET Architecture 
Overcoming the Multi-link Subnet Model

Proxy MIPv6에서 패킷의 순서 어긋남을 해결할 수 있는 Flush 기반의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

외부 망에 연결된 MANET에서의 주소 설정 및 경로 결정

류    철

전 공 분 야 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영상통신, 데이터압축, 고화질복원, 소스-채널코딩

학사학위과정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Polytechnic University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Polytechnic University 전자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디지털영상신호처리 디지털신호처리

대 표 저 서

최신디지털신호처리 (선게이지러닝코리아)

Labstar 디지털영상처리 (인터비젼)

통신이론 (McGraw Hill)

대 표 논 문

JND를 이용한 적응적 MCTF

다중참조영상을 이용한 고속 H.264 움직임예측 모드선택 기법

주파수영역에서의 반화소 정밀도 움직임예측 알고리즘

임 민 중

전 공 분 야 통신

세부연구분야 무선통신, 이동통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무선통신및실험 디지털통신및실험

대 표 논 문

Minjoong Rim, Relationships between Diversity Techniques and Channel Coding Rates for OFDM 
Systems,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Vol.E93-B, No.1, pp.195-197, January 2010. 

Minjoong Rim, Filter Size Determination of Moving Average Filters for Extended Differential Detection 
of OFDM Preambles,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Vol.E92-B, No.12, pp.3953-3956, 
December 2009. 

Young-June Kim, Ho-Yun Kim, Minjoong Rim, Dae-Woon Lim, On the Optimal Cyclic Delay Value on 
Cyclic Delay Diversity IEEE Transactions on Broadcasting, Vol.55, No.4, pp.790-795, Dec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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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준 현

전 공 분 야 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디지털 영상통신,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영상처리)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영상처리)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응용
신호와시스템

확률 및 
랜덤프로세서 

객체지향언어 고급디지털 필터

대 표 저 서 확률랜덤과정 기초와 응용(Fundamentals of Applied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대 표 논 문

“A New Model Approach for the Near-Critical Point Region: 1. Construction of the Generalized van der 
Waals Equation of Stat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 Vol.112, No.49, pp.15,725-15,741, Dec. 2008
“JPEG2000에서 시각적 무손실 임계값을 이용한 진단의료 영상 압축기법”, 한국통신학회논문지,Vol.34, 
No.7,pp.671-680, July 2008

“근접 완전재생 Pseudo-QMF 뱅크를 위한 선형위상 프로토타입 저역통과 필터의 효율적인 설계 방법”, 한국
통신학회논문지 ,Vol.33, No.3, pp.271-280, Mar. 2008

임 대 운

전 공 분 야 통신

세부연구분야 무선통신, 정보이론, 암호학

학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통신이론및실험 고급디지털통신

대 표 논 문

Dae-Woon Lim, Seok-Joong Heo, Jong-Seon No, and Habong Chung, "On the phase sequence set 
of SLM OFDM scheme for a crest factor reduction,"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essing, vol. 54, 
no. 5, pp. 1931-1935, May 2006.

Dae-Woon Lim, Jong-Seon No, Chi-Woo Lim, and Habong Chung, "A new SLM OFDM with low 
complexity for PAPR reduction,"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12, no. 2, pp. 93-96, February 
2005.

Dae-Woon Lim, Hyung-Suk Noh, Jong-Seon No, and Dong-Joon Shin "Near optimal PRT set selection 
algorithm for tone reservation in OFDM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Broadcasting, vol. 54, no. 3, 
pp. 454-460, September 2008. 

김 웅 섭

전 공 분 야 소프트웨어공학

세부연구분야 웹응용 시스템, 시멘틱 웹,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Pennsylvania Computer &Information Science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ichigan State University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캡스톤디자인 소프트웨어공학 Freshman Seminar 컴퓨터알고리즘및실습

대 표 논 문

WSCPC: An Architecture Using Semantic Web Services for 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Automated Outsourcing Partnership Management Using Semantic Web Service

A Web Service Support to Collaborative Process with Semantic Information

박 은 찬

전 공 분 야 무선네트워크

세부연구분야

- 무선 MAC (IEEE 802.11/802.16) 프로토콜/알고리즘 설계, 성능 분석 
- 무선 통신망 자원 할당, 서비스 품질 보장 
- 이동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송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VoIP 
- 차세대 인터넷 혼잡 제어, 전송 속도 제어,큐 관리 기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신호와시스템 주니어세미나 캡스톤디자인 정보통신세미나

대 표 논 문

Eun-Chan Park "Efficient Uplink Bandwidth Request with Delay Regulation for Real-Time Service in 
Mobile WiMAX Networks," IEEE Trans. on Mobile Computing, vol. 8, no. 9, pp. 1235-1249, Sep. 2009
Eun-Chan Park, Dong-Young Kim, Hwangnam Kim, and Chong-Ho Choi, "A Cross-Layer Approach 
for Per-Station Fairness in TCP over WLANs," IEEE Trans. on Mobile Computing, vol. 7, no, 7, pp. 
898-911, July 2008 

Eun-Chan Park, Dong-Young Kim, Chong-Ho Choi, and Jungmin So, "Improving Quality of Service 
and Assuring Fairness in WLAN Access Networks," IEEE Trans. on Mobile Computing, vol. 6, no. 4, 
pp. 337-350, Apr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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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환

전 공 분 야 반도체설계

세부연구분야 Communication Chip Design, Embedded System Design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T at Austin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보통신수학및실습 창의적공학설계 캡스톤디자인

대 표 논 문

RFID Reader IP Core Specification, Radspin/2008-04-30

Shared Library and Execute-In-Place Support in MMU-less Embedded Systems, Samsung Electronics 
/ 2003 

Hubswitch/ATM Firmware Specification,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 1996

김 향 란

전 공 분 야 통신

세부연구분야 무선통신, 협력통신, 정보이론

학사학위과정 북경우전대학(교) 통신공학과(전공) 공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북경우전대학(교) 통신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대 표 논 문

Xianglan Jin, Jae-Dong Yang, Jong-Seon No, and Dong-Joon Shin, ̀ `Distributed space-time coded 
non-orthogonal DF protocols with source antenna switching,''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 12, no. 5, pp. 492-498, Oct. 2010. 

Kyoung-Young Song, Jae-Dong Yang, Xianglan Jin, Jong-Seon No, and Habong Chung, ̀ `Alamouti 
code with quadrature partial response signaling,''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vol. 8, no. 8, pp. 3939-3943, Aug. 2009.

Xianglan Jin, Jae-Dong Yang, Kyoung-Young Song, Jong-Seon No, and Dong-Joon Shin,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tual information and bit error probability for some linear dispersion code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vol. 8, no. 1, pp. 90-94, Jan. 2009.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IC2001 창의적공학설계 3 2 2 기초 학사1년 　 1/2 필수,공통

CIC2002 자료구조와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1 필수,공통

INC2025 정보통신수학 및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1

INC2021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3 3 0　 기초 학사2년 2

CIC2004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2 공통

CIC2003 컴퓨터구성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1/2 필수,공통

INC2024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2

INC4055 신호와 시스템 3 2 2 전문 학사3~4년 1 필수

INC4056 통신이론 및 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1 필수

INC4057 데이터베이스체제 3 3 0　 전문 학사3~4년 1

INC4058 데이터통신 3 2 2 전문 학사3~4년 　 1 필수

INC4059 운영체제 3 2 2 전문 학사3~4년 　 1

INC4060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3 2 2　 전문 학사3~4년 　 1

INC4061 디지털신호처리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62 디지털통신 및 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63 컴퓨터네트워크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64 인터넷소프트웨어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65 임베디드 시스템 I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66 디지털영상신호처리 3 2 2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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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67 초고속통신망 3 2 2 전문 학사3~4년 1

INC4069 인터네트워킹 3 2 2 전문 학사3~4년 　 1

INC4070 무선통신 및 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1

INC4071 임베디드 시스템 II 3 2 2 전문 학사3~4년 　 1

INC4078 소프트웨어공학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INC4073 정보통신세미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NC4074 소프트웨어특강 3 3 0 전문 학사3~4년 　 2

INC4075 네트워크설계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76 고급디지털통신 3 3 0 전문 학사3~4년 　 2

INC4077 고급디지털필터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79 멘토프로그램 1 1 0 전문 전체 1/2 멘토프로그램

INC4080 주니어세미나 1 1 0 전문 전체 1/2 주니어세미나

CIC4001 캡스톤디자인 I 3 2 2 전문 학사4년 영어 1 선택필수,공통

CIC4002 캡스톤디자인 II 3 2 2 전문 학사4년 영어 2 선택필수,공통

CIC4003 인턴쉽 3 - 6 전문 학사3~4년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소프트웨어 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데이터베이스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특강
캡스톤디자인Ⅰ,Ⅱ

인턴쉽

소프트웨어공학(1)
프로그래밍 및 실습(4)

정보기술입문(5)
비쥬얼 프로그래밍(5)
인터넷 프로그래밍(5)

(1) 컴퓨터공학전공
(4) 통계학과
(5) 교양선택

하드웨어 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컴퓨터 구성

운영체제
신호처리프로세서이해와응용

임베디드시스템Ⅰ
임베디드시스템Ⅱ
캡스톤디자인Ⅰ,Ⅱ

인턴쉽

소프트웨어공학(1)
컴퓨터구조(1)

컴퓨터응용 및 실습(5)

(1) 컴퓨터공학전공
(5) 교양선택

네트워크 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정보통신수학 및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데이터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네트워킹
초고속 통신망
네트워크 설계

캡스톤디자인Ⅰ,Ⅱ
인턴쉽

데이터통신(1)
컴퓨터네트워크(1)
확률 및 통계학(5)

(1) 컴퓨터공학전공
(5) 교양선택

정보통신 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정보통신수학 및 실습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신호와 시스템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 통신 및 실험
디지털 신호처리
무선통신 및 실험

디지털 영상 신호처리
고급디지털통신
정보통신세미나
고급디지털필터

캡스톤디자인Ⅰ,Ⅱ
인턴쉽

신호 및 시스템(2)
통신이론 및 실험(2)
디지털신호처리(2)

디지털통신 및 실험(2)
신호 및 시스템(2)
디지털신호처리(2)

통신이론(3)

(2) 전자공학과
(3) 전기공학과

복수전공자 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정보통신수학 및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컴퓨터 구성

데이터베이스체제
운영체제
데이터통신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 신호처리
캡스톤디자인Ⅰ,Ⅱ

- 



425

08
CIC2001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본 과목은 공학적 설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설계이론과 설계단계를 학습하고 또한 
각각의 단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설계단계의 경험은 설계-구현-시험으로 나뉘고 각각의 과정을 팀별로 
진행하고 학기말에 발표하게 된다.

CIC2002 자료구조와 실험 Data  Structures and Experiments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스택, 큐, 트리 구조를 학습하고 이를 
응용하여 선형검출, 이분검출 등 일반 검출방법과 해싱기법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순서배열 방법을 연습한다.

INC2025 정보통신 수학 및 실습 Mathematic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본 강좌에서는 정보통신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에 대해서 
다룬다. 이 강좌는 또한 어떻게 수학이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MATLAB 프로그래밍을 다룬다. 

INC2021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정보통신 공학을 위한 수학 개념, 특히 확률 및 불규칙변수를 정의하고 계산방법을 공부한다. 불규칙 변수의 
함수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하고,  기대치, 고차 모멘트, 특성함수(Characteristic function)를 소개하며 
불규칙변수를 불규칙벡터 및 불규칙 프로세서로  확장한다. 특히 전자공학의 통계적 신호처리를 취급하는 
시스템에서의 응용과 최적 신호 검출, 최적필터 및 컴퓨터망의  큐잉(queueing)이론 등을 응용 예로 제시한다.

CIC2004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Object-Oriented Language and Experiments

객체지향 언어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문법구조와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학습한다. 객체지향 언어로 
사용되는 C++, Java 언어 등을 학습한다.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전자공학전공 ENE2002 회로이론 Ⅰ 3

전자공학전공 ENE2008 회로이론 Ⅱ 3

전자공학전공 ENE4025 디지털집적회로설계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0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44 컴퓨터 보안 3

￭최대 인정 학점 : ( 6 ) 학점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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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2003 컴퓨터구성 Computer Organization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그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구조의 기초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앞으로의 컴퓨터 시스템 관련 과목의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주된 강의 내용은 디지털 
논리 설계 소자와 방법론, 정보 표현 방법, 마이크로 동작과 기본적인 CPU 설계, CPU,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및 버스 등의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의 기본 구조와 동작 등이다.

INC2024 컴퓨터 알고리즘 및 실습 Computer Algorithm and Practice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종류를 학습하고 효과적인 알고리즘 작성방법을 익힌다. 구체적으
로 dynamic programming, greedy, branch-and-bound, divide-and-conquer등을 공부한다.

INC4055 신호와 시스템 Signals & Systems

이 과목은 아날로그, 디지털 형태에서 신호의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신호 표현에 대한 기술을 소개한다. 
후리어 시리즈, 후리어 변환, 라플라스 변환, 샘플링이론, 선형시스템 등에 대해 강의한다.

INC4056 통신이론 및 실험 Communication theory

진폭변조, 주파수변조, 위상변조 등의 아날로그 통신 방식에 대해 학습하고, 각 변조방식에 있어서의 
잡음효과와 정합 필터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INC4056 데이터베이스 체제 Database  Systems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 시스템 구조와 구성 요소별 개념과 기능, 데이터 모델의 종류별 
개념, 모델간의 변환문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계 이론, 데이터 언어의 종류별 개념과 활용 
방법, 실제 데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을 학습한다.

INC4058 데이터 통신 Data Communication

컴퓨터 및  각종 정보통신단말기간의 데이터 정보의 송, 수신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기법들로서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전송기법, 접속방법, 링크제어,  다중화, 교환기술과 관련된 회선교환, 패킷교환기법 및 
관련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INC4059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체제는 컴퓨터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컴퓨터 시스
템에 필수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과 주요한 운영체제 
유형들을 살펴본 다음,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및 입출력장치들의 효율적인 관리기법들과 함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는 각종 파일들의 효과적인 이용방안과 관리 방안들을 공부한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LINUX 운영체제에 대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운영체제 기능과 실제 구현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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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60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Microprocessor

먼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이해와 기초 이론으로서 칩에 대한 이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이해와 
처리, 샘플링 및 A/D & D/A의  이해 등을 숙지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의 H/W 아키텍처, Memory Map, 
입출력 국조, 각종 DSP H/W 구조, Interrupt  Map,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프로그램 버스 구조, 
주변 디바이스 간의 인터페이스(A-D/D-A 컨버터, Memory, 기타  I/O)에 관하여 강의 한다. 또한 마이크
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하여 어셈블러 언어의 명령어 학습, 어셈블러 프로그램밍과 컴파일링,  
C언어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크로스 컴파일링 등에 대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게 하며, 마이크로프로세
서 구동 방법과 프로그래밍 기법을  강의한다. 실험으로는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디지털필터/음성 처리 
등)을 설계하여 프로그래밍 하도록 하여 이론적인 강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한다.

INC4061 디지털 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의 생성을 위한 표본화와 그것의 스펙트럼 분석, 그리고 디지털 신호의 
표현을 위한 Z-변환을 다룬다. FIR 및  IIR등 디지털 필터의 구조와 설계방법 및 필터계수의 양자화 
효과 등 실제 필터 설계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필터 설계를 실습한다.

INC4062 디지털 통신 및 실험 Digital Communication and its Laboratory

디지털  통신시스템의 개념과 이에 따른 이론적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내용은 디지털통신에
서 필요한 수학적 배경, 디지털 변조 및 복조  방식 등과 이에 관련된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실제 문제들이다.

INC4063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컴퓨터통신에  관련된 개방형 통신시스템의 7계층 모델과 그 중 트랜스포트, 세션, 프리젠테이션, 어플리케
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근거리 통신망의 개념과 기술, 연동장
비, 종합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등에 대해 그 내부 동작원리 및 기술 등을  학습한다.

INC4064 인터넷 소프트웨어 Internet Software

분산처리,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보안, 이동 에이전트 등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하여 강의한다.

INC4065 임베디드 시스템 (I) Embedded System (I)

Embedded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및 기능 등 Embedded 시스템에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Embedded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및 응용 분야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비롯하여 Embedded 시스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은 물론 실제로 주어진 환경에서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양의 실험 실습과 더불어 산업체에서 다루어지는 
최신의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INC4066 디지털 영상 신호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디지털 망의 확산과 더불어 정보고속도로상에서 영상 서비스에 음성과 데이터를 
종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전화가 음성 전송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에 이동 무선전화의 급속한 보급은 
음성급 신호를 즉각적으로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급속히 확산되어 있는 음성 혹은 데이터 
채널을 컴퓨터 통신기술에 의해 영상 전송 채널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대와 발전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본 
강좌에서 여러 종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전송 및 후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압축 기술과 특성에 관하여 강의한다. 또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축에서 해석하는 변환과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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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67 초고속 통신망 High Speed Network

기존의 전화망과 데이터망의 통신 기술에 근거하여 현재 논의되는 고속통신망 기술과 고속 LAN기술을 
공부하며, 이에 관련된 통신 프로토콜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INC4069 인터네트워킹 Internetworking

OSI참조 모델, MAC주소의 기능, TCP/IP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ICMP의 기능과 인터넷 라우팅 프로토
콜(RIP,IGRP)에 대해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INC4070 무선통신 및 실험 Wireless Communication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등의 원리 및 개념을 소개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험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INC4071 임베디드 시스템 (II) Embedded System (II)

본 강좌는 미래의 Embedded 시스템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최소한의 예비지식 
항목과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고 응용하기 위한 지식을 정의하여, 학생들이 본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Embedded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등 Embedded 시스템에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Embedded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주변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운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실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산업체에서  다루어지는 최신의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INC4078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들을 실무적 측면에서 다룬다. 소프트웨어 프로
젝트관리,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모델링, 소프트웨어 구성, 유지보수, 재사용, 및 테스팅 기법들을 학습한다.

INC4073 정보통신 세미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minar

통신의 기본개념(정보이론, 아날로그와 디지털 통신방식, 다중화), 정보통신의 개요 정보이론, 데이터 통신, 
뉴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위성통신, IMT-2000인터넷, HDTV 등의 상용시스템의 발전 역사 및 각 시스템
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룬다. 정보통신의  high-end과목 중 신경향의 토픽들을 선정하여 강의한다.

INC4074 소프트웨어 특강 Special Issues on Software

현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에 따른 운영방법에 관한 공부를 하며 미래에 소프트웨
어의 발전 방향에 따른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세미나 강좌)

INC4075 네트워크 설계 Network Design

OSI 7 계층, IP 주소 할당법, 라우팅과 스위칭 그리고 네트워크의 종류에 대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거나 다수의 네트워크를 디자인 하는 방법을 배운다. 요구분석, 토폴로지 
구성, IP 할당, 장비 선정, IOS 기능 선정, 설치 후 관리와 모니터링 등 네트워크 디자인의 순차적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계층 모델, 중복성 모델, 보안 모델 등 네트워크 디자인 모델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case study를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모델과 디자인 방법의 실제 적용 예를 살펴본 후 실제 네트워크를 
디자인 하고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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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76 고급 디지털통신 Advanced  Digital Communications

본 강좌에서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신호 처리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소개하고 응용 분야인 
확산 대역 통신 시스템 및 다중 사용자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이론을 살펴본다. 본 
강좌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통계적 검출, Channel Coding, Equalization, Synchronization, Channel 
Estimation, MIMO 기법의 기초 등이다.

INC4077 고급 디지털필터 Advanced  Digital Filter Design

디지털 LTI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형위상과 비선형 위상 필터들의 구조와 주파수응답 분석 
등의 이론을 학습하고,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들을 사용한 디지털 필터링 실습을 통하여 고급디지털 
필터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필터 설계 방식을 이용하여 
고급 품질의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INC4079 멘토 프로그램 Mentor Program

정보통신 분야에서 활약하는 겸임교수, 동문 선배, 저명 인사 등을 멘토 교수로 임명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 분야 지식이나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여 정규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현장감있는 교육을 목적으
로 한다. (2009년의 경우, 정보 검색 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정보검색의 전처리 단계인 자연어처리와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검색관계 및 지능형 정보 추출 시스템을 소개하고, 검색 솔루션과 포탈(검색서비
스)의 동향 및 이슈, 허와 실을 알아보고 웹2.0 시대에 따른 기술 및 트랜드 변화를 파악한다.)

INC4080 주니어 세미나 Junior Seminar

학생들에게 학문적 탐구의 동기를 북돋우고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향하기 위하여 담당교수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교과목 운영과는 달리 자유롭게 강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여 진행하는 과목

CIC4001 캡스톤 디자인 1, 2CIC4002 Capstone Design 1, 2

본 과목은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설계 과목이다. 현대적인 설계이론과 설계 문제 
모델링, 설계서 작성 방법,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CIC4003 인턴쉽 Internship

학문의 실용성과 현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과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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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학생들이 건설환경공학의 전문지식을 지닌 훌륭

한 사회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2.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학 및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 및 응용능력을 배양시킨다. 

3.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건설환경분

야와 관련된 제반 공학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법

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환경 기술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 사

용능력과 기초어학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5. 건설환경공학과 관련된 구조물 등의 시스템을 효

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시공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6. 건설환경분야와 연계된 제도, 정책의 흐름을 이

해하고, 계약 및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및 응용능

력을 배양시킨다. 

7. 국가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건설환경분

야의 공공기능을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

적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8.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동

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9.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진취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설환경분야의 차

세대 기술정책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건설환경공학(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은 인류의 기본적 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하

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들을 설계, 건설 및 유지관

리하기 위한 기술분야이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여 왔으며 과학 및 문명의 

발달에 따라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건설환

경공학이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

1. 교량, 터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운하 등의 

교통 및 물류시설

2. 신도시단지, 지하공간과 같은 도시공간시설

3. 원자력발전소, 수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의 에너지시설

4. 댐, 상수도 등의 수자원시설

5. 하수처리장, 생활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

6. 대형구조물의 진동제어 및 모니터링시설, 방파재 

등의 방재시설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공학적으로 건설환경공

학시스템이 되며 건설환경공학 프로그램에서는 이

와 같은 시스템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

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 및 응용기술을 배운다. 

건설환경공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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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건설환경공학과 졸업생의 진출분야는 매우 다양하

며 크게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연구소 등으로 나뉜다. 또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설계, 감리, 자문 등의 전문 영역의 사업도 가능하다.

1. 기술사 :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시

행하는 기술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술

사는 전체 22개 분야 99개 종목으로 이중 관련분

야에는 구조, 시공, 지반, 수자원, 환경 등 세부전

공에 따라 11개의 종목이 있다. 4년제 대학 건설관

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해당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기사 취득자는 4년)이 되면 응시 자격이 주

어진다.

2. 건설회사 : 대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국내외 

건설 현장의 공정관리, 현장감독 등의 실무책임

자로 일하거나 본사의 공사 계획 및 입찰, 자재 

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3. 엔지니어링회사 :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회사에 취직하면 교량, 지하철, 터널, 

플랜트 등의 건설환경기반시설의 공사계획, 설

계, 감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맡아 일하게 된다. 

최근에는 안전진단, 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관

리, 기술컨설팅 등의 새로운 전문분야에도 진출

하고 있다.

4. 공기업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

지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환

경관리공단 등 사회기반사업과 관련된 공기업도 

졸업생의 주요 진출분야이다.

5. 공무원 : 행정고시 기술직과 지방고시 등의 공무

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

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와 서울특별

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으

로 임용된다. 국토개발계획 입안, 공공 공사감독, 

설계 심사, 시설물 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된다.

6. 연구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

원, KIS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방재연구

소, 해양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소 등의 전문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실험, 해석, 설계규정 검토 등의 연구업

무에 종사한다.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

므로 대학원 진학 후에 진출하게 된다.

7. 기타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직으로도 진

출이 가능하며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인 자

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교수소개

이 성 철

전 공 분 야 구조공학

세부연구분야 강구조공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Oregon State Univ. 구조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Auburn Univ. 구조공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재료역학 구조역학 강구조설계

대 표 저 서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좌굴 설계”,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도로교 표준시방서 하중-저항계수 설계편", 건설교통부

대 표 논 문

Lee, S. C., Lee, D. S., Yoo, C. H., “Further Insights into Postbuckling of Web Panels I: Review of Flange 
Anchoring Mechanism,”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 135, No. 1, 2009 

Lee, S. C., Lee, D. S., Park, C. S, Yoo, C. H., “Further Insights into Postbuckling of Web Panels II: 
Experiments and Verification of New Theory”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 135, No. 1, 2009

Lee, S. C., Lee, D. S. and Yoo, C. Y., “Ultimate Shear Strength of 
Long Web Panels,”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6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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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연 수

전 공 분 야 토질 및 기초

세부연구분야 토질 역학, 연약지반개량, 지반환경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토질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 버클리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지반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토질역학 I 및 실험 토질 역학 II 기초공학

대 표 저 서

장연수 이광렬 저, 지반환경공학, 구미서관, 2000. 09

장연수외 3인, 기술보고서작성 및 발표법, 도서출판 인터비젼,  2000. 08, 326p.

장연수, 토질역학, 씨아이알, 2010. 02

대 표 논 문

Yeon-Soo Jang, Jong-Sig Choi and Hye-Rim Ryu, "Management and stability analysis of seashore 
waste landfill site in Korea", Environ Earth Sci (2010) 61: 87-92

Y.S. Jang and Y.I. Kim, "Influence of Accumulated Leachate on Settlement and Analysis of Geotechnical 
Properties of Landfill Site", Geoscience  Journal, March 21, 2007

Yeon-Soo Jang, Nicholas Sitar and Armen Der Kiureghian, "Reliability    Analysis of Contaminant 
Transport in Saturated Porous Media", Water   Resourses Research, Vol. 30, No. 8, 1994, pp. 2435-2448

이 상 일

전 공 분 야 수자원환경분야

세부연구분야
지하에서의 다상유동(Subsurface Multiphase Flow) 
기후변화 적응기술(Climate Change Adaptation) 
수환경시스템 최적화(Water Environment System Optimization)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Stanford University 토목환경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물과 환경 유체역학

대 표 저 서
이상일 외 8인, 하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0.

수문학 -이론 및 응용-, 사이텍미디어, 1998.

대 표 논 문

Characterizing riverbank-filtered water and river water qualities at a site in the lower Nakdong River 
basin, Republic of Korea, J. of Hydrology, 376, 209-220, 2009.

한강에서의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한 적지선정 및 개발가능량 산정(I) & (II),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1(8), 
825-843, 2008.

Evaluation of lake modification alternatives for Lake Sihwa, Korea,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29, No. 1, 57-66, 2002.

민 창 식

전 공 분 야 구조공학

세부연구분야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토목재료 및 실험 철근콘크리트공학 RC 및 PSC구조물 설계

대 표 저 서 철근콘크리트공학, 구미서관, 2008. 08

대 표 논 문

Dong-yong Yoon, Hyung-soo Song, Chang-shik Min, "Finite Element Analysis of Hydration Heat of 
Concrete under the Influence of Reinforcing Steel Bars," Inter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Vol. 19, No. 1E, March 2007, pp.33-39

Chang Shik Min and Ajaya K. Gupta, "Inelastic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Hyperbolic paraboloid 
(HP) Saddle Shell", Engineering Structures, Vol. 16, No. 4, May, 1994, pp.227-237.

Chang-shik, Min, "Design and ultimate behavior of RC plates and shell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228, Issues 1-3, March 2004, pp. 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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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 봉 연

전 공 분 야 환경공학(수질)

세부연구분야 해수담수화

학사학위과정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환경)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동경대학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공학 수질공학 및 실험 지구환경과학

대 표 저 서

막 여과, 2010. 04

과학으로 다시보는 물의 이야기  2008. 10

그림으로 이해하는 알기쉬운 水處理膜  2008. 07

대 표 논 문

"Iron removal using an aerated granular filter", PROCESS BIOCHEMISTRY, 40

"유탁 해수의 RO막에 대한 영향 (The effect of Seawater containing Heavy oil on RO Membrane)",  대한환경
공학회지, Vol 22, No.1(2000.1) 

"역극전기투석법에 의한 해수의 담수화에 관한연구",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25권 5-B호

이 지 호

전 공 분 야 구조해석

세부연구분야
구조손상해석(Structural Damage Analysis)
구조동역학 및 지진해석(Structure Dynamics and Earthquake Analysis)
대규모 구조시스템 컴퓨팅(Large Structural System Computing)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C. Berkeley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Ph.D. in Structural Engineering, 
Mechanics & Materials Division

담 당 과 목 응용역학 응용구조역학 컴퓨터응용구조해석

대 표 저 서 “3D 철근콘크리트 해석모형 생성을 위한 CAD/CAE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 2008, 서울대학교.

대 표 논 문

"A two-level parallel algorithm for material nonlinearity problems",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2010)

“3D CAD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철근 요소 생성 알고리즘”,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2009)

“고유진동수 현장계측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수문의 부가질량 보정법”, 대한토목학회 논문집(2009)

“보정된 부가질량을 이용한 댐 수문의 지진해석”,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2009)

김 상 범

전 공 분 야 건설 관리 및 경영

세부연구분야 국․내외 제도/ Global Standard 국제연구/ 건설 정보화/ 성과측정 및 관리/ 지식경영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사회환경시스템개론 건설프로젝트 관리 건설 계약 및 법규 건설 시공 및 견적

대 표 논 문

Measuring CII Knowledge Implementation: Development of CII Knowledge Implementation Index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

해외사례 벤치마킹에 기반한 국내 CM대가체계 개선 시사점 도출

김 범 주

전 공 분 야 지반해석

세부연구분야 사면, 기초, 터널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지반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urdue 대학교 토목공학과(지반공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지반공학설계 암반 및 터널공학 토목지질학 건설환경공학설계

대 표 저 서 개정 철도건설기준, 하부구조편,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예정)

대 표 논 문

"Developement of a Generalised Formular for Dynamic Active Earth Pressure" Geotechnique, Vol. 60, 
No. 9, 2010  

“Prediction of Undrained Shear Strength of Remolded Weathered Mudstone Soil using Critical State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Geo-Engineering, Vol. 2, No. 2, 2010
“Estimation of the Small-strain Elastic Modulus of Clean and Silty Sands Using Stress-strain Curves 
and CPT Cone Resistance," Soils and Foundations, Vol.49, No.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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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간 실습시간 설계학점 전공구분 이수대상 강의언어 비고 학기

CIV2032 건설환경공학개론 1 1 0 0 기초 학사1년 필수(P/F) 1

CIV2002 창의적공학설계 3 3 0 3 기초 학사1년 필수설계 2

CIV2005 응용역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1

CIV2009 물과환경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1

CIV2031 환경화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1

CIV2008 토목지질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2

CIV2006 토목재료 및 실험 3 2 2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CIV2010 유체역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CIV2011 환경공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CIV2007 재료역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2

CIV4002 Mentor Program 1 1 0 0 전문 학사3~4년 1

CIV4005 구조역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IV4006 철근콘크리트공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IV4008 강구조설계 3 3 0 2 전문 학사3~4년 영어 선택설계 1

CIV4009 RC 및 PSC구조물설계 3 3 0 3 전문 학사3~4년 선택설계 1

CIV4010 토질역학 1 및 실험 3 2 2 0 전문 학사3~4년 1

CIV4014 지반공학설계 3 3 0 3 전문 학사3~4년 영어 선택설계 1

황 진 환

전 공 분 야 해양환경공학

세부연구분야 해양공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토목환경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수리학 수리학 및 실험 해양 및 항만공학

대 표 저 서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분 종합대책. 2007, 해양수산부, 200페이지 

Post-Kyoto (2012년 이후) 기후변화 협상 대응 전략, 2006, 환경부, 106페이지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 방안(III), 2006,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200페이지

대 표 논 문

전단응력이 이중확산경게면에 미치는 영향연구, 2008,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Hwang, J.H., H. Yamazaki and C.R. Rehmann: 2006, Buoyancy generated turbulence in sheared stably 
stratified flow, Physics of Fluids.18, 045104-11

Hwang, J.H. and C.R. Rehmann: The shear effects on the salt finger favorable interface, Proceedings 
of IAHR 2005. 4233-4240 

강 주 현

전 공 분 야 환경공학

세부연구분야 비점오염 및 유역수질 관리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토목환경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수리학 환경화학 공학해석입문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논 문

Kang, J.-H., Lee, S.W., Cho, K.H., Ki, S.J., Cha, S.M., and Kim J.H.*, “Linking land-use and stream 
water quality using spatial data of fecal indicator bacteria and heavy metals in the Yeongsan River 
Basin”, Water Res., 44(14), 4143-4157, 2010

Kang, J.-H., Lee, Y.G., Lee, K.Y., Cha, S.M., Cho, K.H., Lee, Y.S., Ki, S.J., Kim, K.W., and Kim, J.H.* “Factor affecting metal exchange between sediment and water in an estuarine reservoir: A spatial 
and seasonal observation.” J. Environ. Monit., 11, 2058-2067, 2009
Kang, J.-H.*, Debats, S.R., and Stenstrom, M.K. “Stormwater management using street sweeping.” J. 
of Env. Engr. ASCE, 135(7), 479-489, 2009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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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간 실습시간 설계학점 전공구분 이수대상 강의언어 비고 학기

CIV4015 수리학 및 실험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IV4016 수질공학 및 실험 3 2 2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IV4020 건설프로젝트관리 3 3 0 2 전문 학사3~4년 영어 선택설계 1

CIV4041 기초공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IV4060 건설소프트웨어입문 3 3 0 1 전문 학사3~4년 필수설계 1

CIV4058 건설환경공학설계 3 1 4 3 전문 학사3~4년 필수설계 1/2

CIV4003 Junior Seminar 1 1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04 측량학 및 실습 3 2 2 0 전문 학사3~4년 2

CIV4007 컴퓨터응용구조해석 3 3 0 1 전문 학사3~4년 영어 선택설계 2

CIV4011 토질역학 2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IV4013 암반 및 터널공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21 건설시공 및 견적 3 3 0 3 전문 학사3~4년 선택설계 2

CIV4022 건설계약 및 법규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23 해안 및 해양공학 3 3 0 1 전문 학사3~4년 영어 선택설계 2

CIV4059 응용구조역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IV4057 환경수리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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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구조분야

전문가

건설환경공학개론

창의적 공학설계

건설소프트웨어 입문

응용역학

토목재료 및 실험

재료역학

토목지질학

물과환경

유체역학

환경공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응용구조역학

컴퓨터응용구조해석 
강구조설계, RC 및 PSC구조물설계

토질역학I 및 실험, 토질역학II
수리학 및 실험
건설프로젝트관리
건설환경공학설계

건설시공 및 견적
중 택 1

지반공학설계

지반분야

전문가

토질역학I 및 실험, 토질역학II
기초공학, 암반 및 터널공학
지반공학설계, 구조역학

수리학 및 실험, 건설프로젝트관리
건설환경공학설계

강구조설계

RC 및 PSC구조물설계 중 택 1

건설시공 및 견적

수자원환경분야

전문가

수리학 및 실험, 수질공학 및 실험
환경수리학

해안 및 해양공학
토질역학I 및 실험, 토질역학II

지반공학설계, 건설프로젝트관리
건설환경공학설계

강구조설계

RC 및 PSC구조물설계 중 택 1

지반공학설계

건설관리분야

전문가

건설프로젝트관리, 건설시공 및 견적
건설계약 및 법규,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I 및 실험
수리학 및 실험, 측량학 및 실습

건설환경공학설계

강구조설계

RC 및 PSC구조물설계 중 택 2

지반공학설계

복수전공트랙
재료역학
유체역학

전공심화과정중 택 1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제학과 ECO2004 거시경제학 3

건축공학부 ARD4005 도시 및 지역계획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2005 공학회계원리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08 금융공학입문 3

경영학부 DBA2004 재무관리 3

국제통상학과 INT4010 환경경제와 통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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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2002 창의적 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인별 또는 팀별로 수행하
고, 결과들을 토론함으로써 창의력을 배양한다.

CIV2005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구조 및 재료역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정역학의 응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벡터의 
기본 이론, 이상화된 강체 및 구조물에서의 힘과 평형방정식, 자유물체도의 개념과 응용을 다루며 구조물 
외부와 내부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CIV2006 토목재료 및 실험 Materials and Testing for civil Engineers

토목 구조물의 건설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 콘크리트에 대한 배합설계, 굳기 전 및 굳은 콘크리트
의 성질과 강도특성에 대하여 다룬다. 또한 실험실에서 실습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재료의 특성을 학습한다.

CIV2007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토목공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힘의 평형 개념, 자유물체도의 작성, 구조부재의 역학적 성질, 힘이 
물체에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도의 산정, 모아원을 이용한 응력 및 변형도의 변환 등을 다룬다. 

CIV2008 토목지질학 Civil Engineering Geology

토목구조물 건설의 기초가 되는 지반의 지질학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판구조론, 생성원에 따른 
암석의 분류, 암석과 암반내 불연속면의 공학적 특성, 지질학연대를 배운다.

CIV2009 물과 환경 Water and Environment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을 다루고 인간과 생태환경이 물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공부한다. 강수, 
하천, 호소, 지하수, 바다 등 물이 존재하는 양식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제통상학과 INT4024 국제지역 경제론 3

기계공학과 MEC2015 유체역학 3

화공생물공학과 CEN4050 화공유체역학 3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학과 졸업요건(인증 및 비인증 프로그램)

공학교육혁신센터 발행 공학교육이수가이드의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및 ‘토목공학 심화과정 운영 내규’ 
참조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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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2010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의 성질, 정수역학, 동수역학, 관수로내의 수류해석 등의 이론과 수공학에의 응용능력을 습득한다.

CIV2011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본 강좌에서는 도시 인구 집중화, 무절제한 농약사용과 공장폐수로 인한 상수도원의 오염, 석탄  석유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의 대기오염, 
핵실험과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화학물질 첨가로 인한 식품오염,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과 같이 지구환경이 오염되며, 파괴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의 주체인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와 지구환경
과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의 세부적인 환경대상에 
대한 오염현상 및 방지책과 인구, 식량, 자원에 관한 환경문제, 환경윤리, 환경경제, 환경행정, 환경교육, 
환경운동 등과 같은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게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발생원인과 이에 관한 방지책의 기본원리를 숙지토록 하고자 함.

CIV2031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화학 및 생화학적 현상에 대한 것을 배운다. 대기, 토양, 수질환경에서 화학 물질의 
생성, 반응, 이송, 영향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분류하고, 환경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시자를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CIV2032 건설환경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ivil &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환경공학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구조, 지반, 환경 및 수자원의 각 요소들
이 지속적인 발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다루며, 요소별 기본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한다.

CIV4059 응용구조역학 Applied Structural Mechanics

부정정 구조물의 역학적 원리와 해석방법을 다룬다. 변형일치법, 처짐각법, 모멘트분배법의 원리를 배우고 
이를 이용한 구조해석법을 연습한다. 또한, 에너지 원리와 해석법. 가상일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구조해석
법을 다룬다. 지진, 바람 등의 동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과 해석법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룬다.

CIV4060 건설소프트웨어입문 Introduction to Civil Software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간단한 자료 분석, 통계 및 수학을 소개하고 강의한다. 수리학, 
역학 등과 관련되어 자료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통계 및 공학수학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CIV4058 건설환경공학설계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Capstone Design

다양한 교과목을 통하여 학습한 건설 구조물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실제의 예제를 중심으로 실습해
보는 교과목으로서 기술적인 설계요소와 관리적인 설계요소의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 건설 생애주기를 
통한 단계별 활동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식활용 방법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한 강의 주제로는 부동산 개발 프로세스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개발 사업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술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고찰, 프로젝트 
금융 조달 방법에 대한 이해, 대안의 설정 및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가치공학 및 생애주기비용
에 대한 실습,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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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4002 멘토 프로그램 Mentor Program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동문선배와 여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간접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졸업 후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현재 또는 과거 실행하였던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서의 필요한 지식 및 소양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CIV4003 주니어 세미나 Junior Seminar

건설․환경분야 메가프로젝트 사례연구를 통해 이 분야 발달사를 이해하고 종합적 사고 및 프로젝트 추진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세계의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함으로써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성공 혹은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CIV4004 측량학 및 실습 Surveying and Practice

측량학의 기본인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량, 트랜시트 측량의 이론을 익히고 다각측량, 시거측량 및 
지형측량 등을 통하여 실제 응용기법을 익힌다. 또한, 하천측량, 노선측량, 삼각측량 등의 보다 나은 기술을 
배양하고 평면 및 입체 사진측량 및 사진의 판독에 대하여 상술하며, 이론을 바탕으로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량, 트랜시트 측량 등을 실습함으로써 실제 현장측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IV4005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정정구조물의 반력,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및 처짐을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변형일치방법, 카스
틸리아노 정리, 처짐각법, 모멘트분배법 등을 이용한 부정정구물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CIV4006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철근콘크리트의 기본적인 특성과 보나 기둥 등의 구조부재에 대한 허용응력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의 기본개
념을 학습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다루며, 설계된 구조 부재의 처짐 및 균열 등의 사용성에 대해서도 학습한
다. 또한, 전단과 비틀림에 대한 보강철근설계 및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다루고, 압축과 휨을 동시에 
받는 기둥, 2방향 슬래브, 확대기초 및 옹벽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한다.

CIV4007 컴퓨터응용구조해석 Computational Analysis of Structures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매트릭스 대수학의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구조시스템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논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해석의 기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CIV4008 강구조설계 Design of Steel Structures

구조용 강의 특성, 용접과 고장력볼트를 이용한 부재의 연결, 각종 부재의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을 습득하
여 강교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CIV4009 RC 및 PSC구조물 설계 Design of RC and PSC Structures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기본원리와 PSC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프리스트레싱 방법과 정착장
치, 프리스트레스의 도입과 손실 및 휨 부재의 설계개념 및 이론에 대해서 다룬다.

CIV4010 토질역학Ⅰ 및 실험 Soil MechanicsⅠ and Testing

흙의 기본적 성질, 흙의 통일분류법, 다짐의 특성, 조립도 및 세립토의 구조, 유효응력의 원리, 지반내 
응력의 계산방법, 일차원 및 이차원 투수 및 압밀이론에 대하여 소개한다. 액성 및 소성한계시험, 비중시험, 
체분석 및 비중계분석시험, 투수시험, 다짐시험 등 흙의 기본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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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4011 토질역학Ⅱ Soil MechanicsⅡ
Mohr-coulomb의 파괴이론과 Mohr원, 사질토의 전단강도, 점성토의전단강도, 전단강도의 측정방법, Rankine
의 토압이론, Coulomb의 토압이론, 사면활동의 해석방법, 지반개량공법의 기술이론 등에 대해서 다룬다.

CIV4013 암반 및 터널공학 Rock and Tunnel Engineering

암석과 암반의 차이, 암반의 응력과 변형특성 등 암반역학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평사투영법
과 암반분류법 등 암반사면과 터널 설계시 요구되는 응용지식들을 학습함.

CIV4014 지반공학설계 Geotechnical Engineering Design

지반공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하여 기초나 연약지반, 사면이나 도로포장 
설계 등을 수반하는 일련의 지반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반공학 분야에서 설계의 전체적인 
흐름과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함.  

CIV4015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 Analysis and Experiment

자연에서 일어나는 유체흐름의 물리적 특성과 관수로 및 개수로에서의 각종 수리현상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서 학습하며, 수리구조물 등에 적용가능한 이론들을 다룬다.

CIV4016 수질공학 및 실험 Water Quality Engineering and Experiment

수돗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원관리, 수원 수질에 적합한 시설의 설계, 단위공정의 원리와 
시스템 내에서의 운전방법, 비상시 대처방법등 수자원의 관리차원에서 수요자에 대한 공급시설에 이르는 
폭넓은 지식과, 또한 한번 사용한 물에 대한 오염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즉 하수처리 기술의 기본이 되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각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며, 처리대책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CIV4020 건설프로젝트관리 Introductio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관련된 건설 사업관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설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의 Life-Cycle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 흐름의 이해와 건설공사 전반의 관리 및 부문별 관리기법의 이해, 
등의 내용을 강의 한다. 주요한 강의주제로는 공정관리, 원가관리, 경제성분석, 건설조달체계에 대한 기초, 
건설사업비 구조, 등을 포함한다.

CIV4021 건설시공 및 견적 Construction Engineering Estimation & Methods

본 교과목은 건설과 관련된 각종 시공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더불어 건설의 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견적과 원가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토공사의 이해, 각종 건설 기계의 소개, 시공법 개론, 개산견적의 개념, 개산 견적의 기법, 
국내외 견적 방식,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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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4022 건설계약 및 법규 Contracts and Legal Issues in Construction

건설 공사에서는 다양한 참여개체가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 계약에 관계된 기초적 
법률 사항과 국내외의 건설 관련계약 사항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계약에 대한 
기본고려사항 및 계약의 형태, 그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및 해소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건설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제반사항들을 소개함으로써 제도/정책적 관점에서의 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IV4023 해안 및 해양공학 Coastal & Ocean Engineering

해안과 해양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해상구조물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해양 
기인 에너지 개발 및 자원 이용방안과 친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CIV4041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전면기초의 지지력, 침하해석, 말뚝의 지지력 및 침하량 추정, 굴착 흙막이공법 설계, 특이지반의 기초, 
지반개량 공법의 실무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CIV4057 환경수리학 Environmental Hydraulics Engineering

하천과 해양에서의 물질이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제어, 관리하는데 필요한 응용기술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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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본 화공생물공학과에서는 본교 및 공과대학의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혜의 체득과 자비의 정신을 

고양시켜 세계화와 급속히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

비하고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하여 

화공생물공학 관련 제반 산업시설을 안전하고 경제

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운전하고 유지․
관리하며, 화공생물공학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바탕

으로 창의적인 연구 및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능력과 도덕적 책임의식 및 협동심을 갖

춘 국제수준의 화공생물공학 전문인을 양성함을 교

육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화공생물공학과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1. 화공생물공학 전반의 현장에서 제반 문제점을 이

해․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

춤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실무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시킨다.

2. 올바른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팀

의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동심

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국제적으로 외국 전문가와 협동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시킨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화공생물공학과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과학 현상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화학, 수학, 컴퓨터, 

생명 등의 기초학문을 배우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산업화에 응용하여 어떻게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 화공

엔지니어들은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를 실제로 구현하여 제품을 생산해내는 모든 과정

을 거치게 되면서 폭 넓은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화학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

장과 장치의 사양을 고안해내고, 공장을 설계하며 

이러한 시설들을 가동시킨다. 

 화공생물공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동력원으로

서 각종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에 필요한 재

료를 얻는 방법을 찾고,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을 퇴

치하는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의 중화

학공업발전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지대

한 공헌을 하였고, 21세기에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갈 전자․정
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

술을 이끌어 나가는 근간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화공생물공학은 기존의 정유, 석유 화학분야로부

터 의학, 전자재료, 환경, 신소재 등의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바이오기술/나

노기술/환경기술의 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화공생물공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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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분양에서 대량 생산 기술을 다룰 수 있

어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융합시스템 학문으로 정립

되어가고 있다. 

 미래의 화공생물공학 분야는 크게 (1)Bio Technology 

(생명공학), (2)IT Materials(정보전자소재), (3)Nano 

Technology (나노기술) (4)Energy/Environment (에

너지/환경), (5)Computation and Systems (전산 및 

시스템), (6) 이들의 복합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화공생물공학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등의 

기초과학과 물질 및 생체에너지의 활용과 이용, 그

리고 생산기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하

여 왔다.  화공생물공학에서 다루는 분야로서는 생

명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분리, 고분자를 포함한 

신소재, 에너지와 자원, 생물공학, 환경산업 등 다양

하게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특성 

때문에 화공생물공학은 높은 시대적 적응력을 갖게 

되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어서 생의약 및 생명산업, 전자 및 광재료, 미세구조

재료, 안전관리, 환경문제, 공정자동화, 연료 및 에

너지 산업 분야 등에서 크게 기여하며 사회적 요구에

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화공생물공학 프로그램을 전공한 학생들은 크게 졸

업 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정기술분야와 일반

관리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1. 공정기술분야

  - 설계공학 : 생명 및 화학공정의 기본개념을 이

해하고 목적에 맞는 공정 혹은 장치를 설계

  - 기획설계공학 :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및 관리

  - 생산관리 : 필요로 하는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들의 관리

  - 플랜트 엔지니어링 : 공정의 문제 해결과 개선, 

수정을 통한 기술적인 지원

  - 연구개발 : 연구실에서 개발된 새로운 연구들의 

산업화

2. 일반관리분야

  - 재정, 경영 : 공정산업의 경제적 분석 및 경영관

련 불확실 요소들의 이해와 분석

  - 기술영업, 기획 : 공정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

품의 판매와 기술적 지원 및 신규사업 진출방향 

모색

 교수소개

이 명 천

전 공 분 야 고분자공학

세부연구분야 기능성 고분자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Purdue대학교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고분자공학입문 고분자공학

대 표 저 서

유기공업화학(번역서), 싸이텍미디어, 2001

접착제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접착제공업협동조합, 2002

보고서작성 및 발표, 교보문고, 2009

대 표 논 문

“A biodegradable pH sensitive micelle system for targeting acidic solid tumors”, Pharmaceutical 
Research, Springer, 2008

“자외선 경화형 점착제의 접착 및 재박리 특성”, 화학공학, 2008

“입자내 조성변화가 수분산성 아크릴에멀션 접착제의 점착물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영향”, 공업화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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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진

전 공 분 야 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화학공학 열역학 및 공정설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공학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 of Illinois 화학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Illinois 화학공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화공열역학 공정열역학
화공생물공학
종합설계(I,II)

대 표 저 서
화학공학 열역학(2001년, 도서출판 아진)

에너지 공학(1996년, 교보문고)

대 표 논 문

바이오에탄올 회수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공비증류공정과 추출증류공정
(한국화학공학회, 2008년)

Measurement and corresponding states modeling of asphaltene precipitation in Jilin reservoir oils
(Journal of Petroleum Science and Engineering, 2004년)

Charaterization of Crude feed and Products from operating conditions by using continuous probability 
functions and inferential models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2006년)

이 의 수

전 공 분 야 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화학공정설계, 정보재료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urdue University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Ph.D.

담 당 과 목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I 화학공정제어 공정해석

대 표 저 서

공학경제, 교우사, 2005

화학공정최적화, 도서출판 아진, 1999

화학공정제어, 도서출판 아진, 2000

대 표 논 문

Optimal Design of Multisite Batch-Storage Network under Scenario-Based Demand Uncertainty

Simulation of Drying Process and Energy Efficiency Study for Liquid Paint on Aluminum Substrate

Characterization of crude feed and products from operating conditions by using continuous probability 
fluctuations and inferential models

임 종 주

전 공 분 야 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콜로이드 및 계면현상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 학사

박사학위과정 Rice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공학입문 콜로이드공학 화공생물공학 기초실험

대 표 저 서

화학공학술어집 제3판, 청문각, 공동저서 (1998년 12월 31일)

유기공업화학 (번역서) SciTech Media, 공동 번역서 (2001년 1월)

공학인증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법, 인터비젼, 공동저서 (2007년 7월 20일)

대 표 논 문

D. W. Chung and J. C. Lim, "Study on the Effect of Structure of Polydimethylsiloxane Grafted with 
Polyethyleneoxide on Surface Activities" Colloids and Surfaces A: Physicochemical and Engineering 
Aspects, Vol. 336 No. 1-3, 35-40, March (2009)

J. C. Lim, "Effect of Formation of Calcium Carbonate on Foam Stability in Neodol 25-3S Anionic Surfactant 
Systems", J.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pril, Vol. 15, No. 2, 257-264 (2009).

W. Y. Chang, J. W. Choi, J. C. Lim, J. K. Lee, "Effects of ZnO Coating on Electrochemical Performance 
and Thermal Stability of LiCoO2 as Cathode Material for Lithium-Ion Batteries", Journal of Power 
Sources, Vol. 195, Issue 1, 320-326 Jan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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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권

전 공 분 야 콜로이드 및 나노소재

세부연구분야 콜로이드 및 나노소재의 정보전자재료 및 나노디바이스 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공업화학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Auburn대학교 화학공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Auburn대학교 화학공학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공업유기화학 반응공학 촉매반응공학 콜로이드공학

대 표 저 서 남북한 화학공학 술어 비교집, 한국화학공학회, 공동저서 (2003년 11월)

대 표 논 문

S. Park, "Bleaching of Pulp Fibers by Supersaturated Oxygen", J. Ind. Eng. Chem., 13, 944 (2007).

H. S. Ahn, P. D. Cuong, S. Park, Y. W. Kim, J. C. Lim. "Effect of Molecular Structure of Self-assembled 
Monolayers on Their Tribological Behaviors in Nano- and Microscales", Wear, 255, 819 (2003).

S. Park, J. C. Lim, R. D. Neuman, "Effect of Humidity and Temperature on Molecular Mobility in Surfactant 
Monolayers Confined between Two Solid Surfaces", Langmuir, 18, 6125 (2002).

박 장 서

전 공 분 야 생물소재공학/미생물학

세부연구분야 생물소재공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전공) 미생물학사

박사학위과정 UC Davis 미생물학과(전공) 미생물학 박사

담 당 과 목 생물공학입문 분자생명공학 생물소재공학

대 표 논 문

Fermented rice bran downregulates MITF expression and leads to inhibition of alpha-MSH-induced 
melanogenesis in B16F1 melanoma. Biosci Biotechnol Biochem. 2009 Aug;73(8):1704-10. 

Anti-aging effect of rice wine in cultured human fibroblasts and keratinocytes. J Biosci Bioeng. 2009 
Mar;107(3):266-71.

Phosphatidylserine prevents UV-induced decrease of type I procollagen and increase of MMP-1 in 
dermal fibroblasts and human skin in vivo. J Lipid Res. 2008 Jun;49(6):1235-45. 

한 정 인 

전 공 분 야 전자재료

세부연구분야 디스플레이 및 정보소재 공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재료공학 디스플레이소재공학 재료기기분석 유기전자공학

대 표 저 서

Flexible Flat Panel Display

LCD Engineering

Solution-processed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in Integrated Circuits, Photodiodes and Organic Field 
Effect Transistors

대 표 논 문

High-Resolution Patterned Nanoparticulate Ag Electrodes toward All Printed Organic Thin Film Transistors

Glycerol-Doped Poly(3,4-Ethylenedioxy-Thiopenen):Poly(Styrene Sulfonate) Buffer Layer for Improved 
Power Conversion in Organic Photovoltaic Devices

On the Problem of Microcavity Effects on the Top Emitting OLED with Semitransparent Metal Cathode

원 기 훈

전 공 분 야 생물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생물전환기술, 생물전기촉매기술, 바이오매스 활용기술

학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화학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화학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화학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화공양론 열전달 공업미생물학 단백질공학

대 표 논 문

Song, H.-K.; Lee, S. H.; Won, K.; Park, J. H.; Kim, J. K.; Lee, H.; Moon, S.-J.; Kim, D. K.; Park, C. 
B. Electrochemical regeneration of NADH enhanced by platinum nanoparticles.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2008, 47(9), 1749-1752.

So, H.-M.; Won, K.; Kim, Y. H.; Kim, B.-K.; Ryu, B. H.; Na, P. S.; Kim, H.; Lee, J.-O.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biosensors using aptamers as molecular recognition ele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005, 127, 11906-11907.

Won, K.; Kim, Y. H.; An, E. S.; Lee, Y. S.; Song, B. K. Horseradish peroxidase-catalyzed polymerization 
of cardanol in the presence of redox mediators. Biomacromolecules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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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규

전 공 분 야 전자정보 및 나노소재

세부연구분야 디스플레이소재, 인쇄소재, 에너지 소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yushu대학교 응용화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yushu대학교 응용화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공정열역학 유체역학 전자정보소재공학

대 표 논 문

S.-K. Hong, G.-H. Lim and H. Kikuchi., 'Thickness dependence of blue phase transition behavior of 
chiral nematic liquid crystal" Mol. Cryst. Liq. Cryst., 511, 248(2009).

J.-H. Hong, M.-C. Park, S.-K. Hong and B.-S. Kim, "Preparation of an Anion-Exchange Membrane 
by the Amination of Chlorinated Polypropylene and Polyethylenimine at a Low Temperature and Its 
Ion-Exchange Property"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115, 2296(2009).

 J.-H. Hong and S.-K. Hong, "Preparation of an Anion-Exchange Membrane by the Amination of 
Chlorinated Polypropylene and Ethyleneaimine and its Properties"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112, 830(2009).

강 택 진

전 공 분 야 화학공학-생물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단백질분자공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공업물리화학 응용생화학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생물분리정제공학

대 표 논 문

Jung-Won Keum, Jin-Ho Ahn, Taek Jin Kang, Dong-Myung Kim. 2009. Combinatorial, selective and 
reversible control of gene expression using oligodeoxynucleotides in a cell-free protein synthesis 
system. Biotechnol. Bioeng. 102(2):577-582.

Taek Jin K1ang, Satoshi Yuzawa, Hiroaki Suga. 2008. Expression of histone H3 tails with combinatorial 
lysine modifications under the reprogrammed genetic code suggest crosstalk between epigenetic 
markers upon HP1 chromodomain binding. Chem. Biol. 15(11):1166-1174

Taek Jin Kang and Hiroaki Suga. 2007. In vitro selection of a 5'-purine ribonucleotide transferase 
ribozyme. Nucleic Acids Res. 35(12):4186-419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EN2017 고분자공학입문 3 3 기초 학부1~2 2

CEN2018 공업물리화학 3 3 기초 학부1~2 2

CEN2020 공업유기화학 3 3 기초 학부1~2 영어A 1

CEN2021 생물공학입문 3 3 기초 학부1~2 1

CEN2022 화공양론 3 3 기초 학부1~2 영어B 1 전필

CEN2023 환경공학입문 3 기초 학부1~2 2

CEN2024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3 기초 학부1~2 영어A 2 전필/설계 3학점

CEN2025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3 6 기초 학부1~2 2 전필

CEN2026 재료공학 3 3 기초 학부1~2 영어A 1

CEN2027 응용생화학 3 3 기초 학부1~2 영어A 1

CEN2028 응용미생물학 3 3 기초 학부1~2 2

CEN2029 분자생명공학 3 3 기초 학부1~2 영어A 2

CEN4036 고분자공학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CEN4037 공정열역학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CEN4038 물질전달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CEN4039 반응공학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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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EN4041 생물분리정제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A 2 설계 1학점

CEN4042 생물소재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B 1 설계 1학점

CEN4043 생물화학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A 1

CEN4044 열전달 3 3 전문 학부3~4 2 설계 1학점

CEN4045 주니어세미나 1 1 전문 학부3~4 1 팀티칭

CEN4046 콜로이드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A 1

CEN4047 현장실습1 1 2 전문 학부3~4 1

CEN4048 현장실습2 1 2 전문 학부3~4 2

CEN4049 화공열역학 3 3 전문 학부3~4 2 설계 1학점

CEN4050 화공유체역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B 1 설계 1학점

CEN4051 화학공정제어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CEN4052 화학공정해석 3 3 전문 학부3~4 2 설계 1학점

CEN4054 전자정보소재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A 2 설계 1학점

CEN4055 화공생물공학실험 3 6 전문 학부3~4 2 전필/설계 1학점

CEN4056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1 3 3 전문 학부3~4 1
capstone design/전필
/설계 3학점/팀티칭

CEN4057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2 3 3 전문 학부3~4 2
capstone design/전필
/설계 3학점/팀티칭

CEN4058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 3 6 전문 학부3~4 1 전필/설계 1학점

CEN4059 화공생물공학Lab실습1 3 6 전문 학부4 1 팀티칭

CEN4060 화공생물공학Lab실습2 3 6 전문 학부4 2 팀티칭

CEN4061 멘토프로그램 1 전문 학부3~4 2

CEN4063 디스플레이소재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A 2 설계1학점

CEN4064 재료기기분석 3 2 2 전문 학부3~4 2 팀티칭/설계1학점

CEN4065 촉매반응공학 3 3 전문 학부3~4 2 설계1학점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공정설계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화공열역학
화학공정제어
화학공정해석
촉매반응공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Ⅰ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Ⅱ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Ⅰ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Ⅱ

신소재

재료공학
고분자공학입문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고분자공학
콜로이드공학

전자정보소재공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Ⅰ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Ⅱ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Ⅰ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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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생물공학

환경공학입문
생물공학입문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생물화학공학
생물소재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응용미생물학
분자생명공학
응용생화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Ⅰ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Ⅱ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Ⅰ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Ⅱ

디스플레이 그린 
소재

공업유기화학
공업물리화학
화공양론
재료공학

고분자공학입문

화공유체역학
화공열역학

디스플레이소재공학
고분자공학

전자정보소재공학
콜로이드공학
재료기기분석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Ⅰ
화공생물공학LAB실습 Ⅱ

복수전공트랙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공정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유체역학
반응공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Ⅰ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Ⅱ



449

08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화학과 CHE2001 분석화학1

CHE2009 분석화학2

CHE4014 생화학1

CHE4015 무기화학1

CHE4025 분자분광학

CHE4026 기기분석실험

CHE4021 기기분석

CHE4024 무기화학2

CHE4038 환경화학

CHE4040 생화학2

CHE4043 재료화학

CHE4029 광화학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교과목 해설

CEN2017 고분자공학입문 Introduction to Polymer Engineering

환경친화용, 생체의료용, 정보산업용, 그리고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 까지 각종 고분자 재료
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 응용, 그리고 개발동향을 강의함으로써 고분자 재료의 응용 분야 및 개발 
동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CEN2018 공업물리화학 Industrial Physical Chemistry

기체법칙, 열역학의 제반법칙, 상평형, 화학평형, 전기화학전지, 생체 내 반응에 대한 평형관계, 표면화학
등의 열역학에 관한 제반 분야의 내용과 연습문제 등을 풀이한다. 화학동력학 분야인 기체분자 운동론 
반응속도에 관계되는 기본 관계식과 기체반응 반응속도론 액체반응의 반응속도론, 화학반응 및 용액 중에
서의 비가역적 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CEN2020 공업유기화학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특성과 화학반응, 반응의 기초이론, 이성질체론, 형태론, 
기하이성과 광학이성 등 입체화학, 치환반응 등의 반응 메카니즘을 다룬다. 유기화학물의 합성, 반응, 
특성 및 각 작용기의 반응, 분광학적 방법에 의한 유기화합물에 구조 결정의 기초 등을 다룬다.

CEN2021 생물공학입문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공학도를 위한 생물공학의 입문과정으로 범위 및 기본개념을 다루고 생물산업의 역사와 최근의 동향 앞으
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생물과학의 기초분야의 지식 및 응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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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2022 화공양론 Chemical Process Calculation 

화학공학의 단위환산을 다루고 단순 및 복합화학공저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 상태의 물질수지의 개념과 
계산에 대하여 논한다. 화학공학의 기본적 해석과 표현방법, 물리화학적 기본원리의 응용 및 정상상태, 
비정상상태에서의 에너지 수지의 개념과 계산을 다룬다. 

CEN2023 환경공학입문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최근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소비속도가 급증하면서, 생태계가 교란되어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없게 됨에 따라 대두된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정화방법의 원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CEN2024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to Chemical & Biochemical
Process Design

화공생물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인별 또는 그룹
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N2025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Lab-Fundamentals

화학공학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이론을 실험에 의하여 관찰하여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험 방법을 익히고, 화학장치설계를 할 수 있은 기초능력을 기른다.

CEN2026 재료공학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구조, 물성 및 그 상관관계에 대한 기본이론과 
각 재료의 응용원리 및 그 응용분야를 학습함으로써 재료공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다

CEN2027 응용생화학 Biochemistry

생체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단백질의 구조, 기능, 촉매 작용 등을 배움으로써,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를 다지고, 상위 과목의 수학에 필수적인 이론을 습득한다. 

CEN2028 응용미생물학 Applied Microbiology

오늘날 바이오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생물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지식을 다룬다. 본 
교과목은 미생물 세포 구조 및 기능, 미생물 영양 및 성장, 미생물 대사과정, 미생물 유전학 등 기본 미생물학 
지식과 산업용 균주, 발효 배지, 발효 시스템, 하위 공정 등 산업 미생물 공정에 관한 공학 지식을 강의한다. 
또한, 식품, 의약, 연료, 소재, 환경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미생물이 활용되는 다양한 예를 살펴본다.

CEN2029 분자생명공학 Molecular Biotechnology

재조합 DNA의 원리 와 응용은 과학적 원리하에 널리 적용되는 산업, 농업, 약학, 생의학적 재조합 DNA 
기술을 다룬다.

CEN4036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의 구조와 물성과의 관계를 강의하여 구조 및 분자량 변화에 따른 물성변화를 예측하도록 한다. 
또한 목적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물성의 종류와 측정법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하여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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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4037 공정열역학 Basic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열역학의 기본적인 제1, 제2, 제3법칙을 중심으로 자연계 변화에 대한 원리 및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의 
화학공정계의 응용에 대해서 강의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이용한 실제 
문제를 다룬다. 열역학 제1,2법칙을 기본으로 상평형, 화학평형을 이해하고 혼합물의 열역학적 특성을 
공부한다. 나아가 실제공정에서의 열역학적 해석을 흐름공정, 열기관, 냉도 및 액화공정 등을 다룬다.

CEN4038 물질전달 Mass Transfer

화학공정을 구성하는 단위장치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 전달적 특징을 지니는 조작에 대하여 다룬다. 
이에는 분리 및 정제로서 증류, 흡수, 추출, 건조, 조습, 침출 등이 포함되어, 이의 이론 및 원리와 그 
장치들의 특성, 설계방법 및 해석 등을 취급한다.

CEN4039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화학반응 현상을 이해시키고 반응기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반응속도, 물질전달 및 열전달 현상을 종합해서 
균일계 반응의 반응속도론, 반응기구, 회분반응기의 테이터 해석법등 혼합형 반응기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를 배운다. 비이상형 화학반응기 설계 및 해석을 다룬다.

CEN4041 생물분리정제공학 Bioseparation Process

생물화학공학의 기본개념과 분리정제의 기본원리를 접목시켜 단백질 등과 같은 유용한 생물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CEN4042 생물소재공학 Biomaterial Engineering

생물 소재로써 생리활성을 가지는 물질의 작용기전,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한편 생물소
재의 분리, 정제종정과 이를 물질들의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CEN4043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도를 위한 생물공학의 입문과정으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포함한 미생물, 동물, 식물의 세포구
조와 활동을 취급하고 생물체의 대사과정과 물질전달현상을 다루며 기초적인 생화학과 산업미생물학을 
기초로 한 생물공학산업을 소개한다.

CEN4044 열전달 Heat Transfer

화학공정에 이용되는 열이동조작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대류, 전도, 복사, 등에 의한 열이동현상의 해석 
및 원리를 다루고 열교환기, 증발기와 같은 열전달 장치의 형식 및 특성과 조작이론 등을 강론한다.

CEN4045 주니어세미나 - 생명 ․
화학공학과 소개

Junior Seminar-Introduction of Chemical and 
Biochemical

생명화학공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학과 전공 분야를 각 실험실의 연구내용을 알기 쉽게 소재하는 과정을 
통해 취업과 진학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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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4046 콜로이드공학 Colloid Science and Engineering

콜로이드 공학은 제약, 화장품, 식품, 페인트, 세제, 섬유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화학산업 분야 뿐 아니라 
나노소재, 약물전달 시스템, 초미세 공정 등 첨단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콜로이드 공학의 기본 개념인 
젖음, 계면, 분산, 응집, 에멀젼, 거품, 콜로이드 안정성, 계면활성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콜로이드 공학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한 응용기술의 원리에 대하여 강론한다.

CEN4047 현장실습1 Field Practice 1

생명화학공정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전공강좌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공정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체득한다.

CEN4048 현장실습2 Field Practice 2

생명화학공정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전공강좌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공정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체득한다.

CEN4049 화공열역학 Applied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공업물리화학 및 공정열역학에서 터득한 기본적 열역학 법칙과 순수 및 혼합물의 열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흐름공정의 열역학, 조성이 변하는 계의 열역학, 용액의 열역학 및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상평형
을 이해함으로서 화학공정의 조작 및 설계 원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공정을 설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EN4050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in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유체의 유동 특성을 이해한 후 각종 유체전달 장치에 적용하여 각 장치에서 압력, 
에너지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며, 유속, 속도분포 등을 예측하도록 하여 유체전달에 관한 제반 문제를 
이해 및 해결하도록 한다.

CEN4051 화학공정제어 Chemical Process Control

화학공정의 자동화에 필수적인 제어이론들을 취급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공정계의 동특성해석 및 공정요
서의 분석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각종 공정제어 장치들의 특성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 조사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실제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CEN4052 화학공정해석 Chemical Process Analysis

컴퓨터를 이용한 화학공정의 모사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기초이론들을 다룬다. 공정의 자유도 분석방법 및 
적용사례, recycle이 포함된 공정의 해석법과 해를 구하기 위한 수치해석적 기법 등을 배우며, 다양한 화학공정
을 대상으로 공정해석과 전산모사를 수행함으로써 화학공정에의 컴퓨터 응용에 관한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CEN4054 전자정보소재공학 Electronic Information Display Materials 

전자 정보 디바이스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재료 및 기본원리와 
응용에 대해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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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4055 화공생물공학실험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Lab-Applications

미생물 배양, 생물발효, 생물공정제품의 분리, 정제 및 확인법에 대하여 실험하며 단위공정실험에서의 기구 
및 장치의 종류와 그 조작법, 화학공업 중간체, 정밀화학제품들의 합성, 정제 및 확인법에 관해 실험한다.

CEN4056 화공생물공학 종합설계1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1

화공생물공학의 모든 분양에 걸친 종합설계적인 문제들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CEN4057 화공생물공학 종합설계2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2

화공생물공학의 모든 분양에 걸친 종합설계적인 문제들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CEN4058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Lab-Unit 
Operation

유체이동, 열이동, 물질전달, 기계적 분리조작, 반응공학 및 공정제어 등 화학공학에 적용되는 여러 조작의 
원리와 장치를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CEN4059 화공생물공학 LAB실습 1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LAB 
Research 1

화학공학 및 생물화학공학의 전공분야에서 선택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전공교과목에서 학습한 기조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계획하고 실습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적절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실습하며 data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수행능력
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킨다.  

CEN4060 화공생물공학 LAB실습 2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LAB
Research 2

화공생물공학 LAB실습I에 이어 계속되는 교과목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보다 응용되고 최신 
동향에 맞추어 선정된 주제에 대해 실험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근 학계 및 
산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최신 공학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졸업 후 진출하게 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시킨다.

CEN4061 멘토 프로그램 Mentor Program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겸임교수, 동문선배 및 저명인사 등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함
으로써 기존의 정규교과목에서는 부족한 사회진출의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한다.

CEN4063 디스플레이소재공학 Display Materials Engineering 

최근 전자정보 디스플레이 소자로서 널리 활용되고 잇는 LCD, PDP, LED, OLED 관련 기본원리 및 소재에 
대해서 강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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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4064 재료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for materials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전자제품 및 에너지소자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에 대한 기기 분석을 강의 
및 실습한다. 특히 각종재료의 열적특성, 유변특성, 분광특성, 표면특성 등을 평가하는 기기들의 기본원리 
및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재료들의 물성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CEN4065 촉매반응공학 Catalytic Reaction Engineering

현대 화학산업의 제품생산공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비등온 반응기와 촉매반응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반응기 설계에 대한 기본 이론과 응용지식을 강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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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교육목표 

기계로봇에너지공학은 에너지의 변환과 전달 및 기

계의 설계와 생산에 관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이의 

실용화를 다룬다. 교육과정은 공학교육인증과정(심

화과정)과 일반과정이 있다. 교육 목적은 미래 산업

계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 및 생산 전문 인력, 로봇 

분야 설계 제작 및 운용 인력, 에너지 및 환경 산업 

전문가 육성이다. 

본 프로그램은 강의와 실험, 실습을 통한 기본역학 

원리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 및 생산, 로봇, 

에너지 등의 응용분야를 학습하게 하고 있다. 기초 

및 응용 분야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체계적인 해

석과 종합적인 설계 능력 및 실용적인 응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계시스템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서 적응할 수 있는 공학도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

를 정립하였다. 

1. 이론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공학적 해결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며, 직업적, 도덕적 책임의식을 갖는 엔지

니어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지향한다.

3.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료수집, 설계, 제도, 해석프

로그램 작성,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4.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패키지를 

활용하여 기계요소 및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5. 팀별 과제 수행으로 협동과 분담, 프레젠테이션의 

경험을 쌓아 졸업 후 관련 산업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지향한다.

6.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지향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선택과 집중 및 융합을 위해서 학과명이 기계로봇에

너지 공학과로 바뀌었지만,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은 

근본적으로 기계공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계공학

은 에너지의 변환과 전달, 기계의 설계와 생산에 관

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이의 실용화를 다루는 학문

으로 공학의 모든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기계공학은 공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계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접학문 및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서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을 공급

해 왔다. 특히 국내산업 근간을 이루어 온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과 현대산업의 중추를 이루어 나갈 

반도체, 로봇, IT 및 NT산업,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모두가 기계의 설계, 제작 및 제어 기술의 기반 

위에 가능한 산업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더 

나은 삶과 풍요로움은 기계공학과 기계 산업의 발전

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기계공학은 더욱 번영된 미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분야이다.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Mechanical, Robotics and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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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의 영역은 인간 삶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면

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전자공학, 화학공

학, 생명공학, 정보공학 등 인접 학문 분야와 융합되

어 가면서 새로운 학문분야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다. 기계공학은 현대 산업의 기반이며 미래에는 

국가발전을 주도하고 혁신기술을 통해 편리하고 건

강한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인간 본위의 

학문이다. 기계공학은 공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계 관련 지식을 전수 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의 방

향을 제시한다. 

 졸업 후 진로

199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 많은 기업체

에서의 취업의뢰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국내 및 국외 대학원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사

장교 및 병역특례업체 등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진출가

능분야로는 자동차, 항공기, 중공업, 에너지(발전), 

제조, 건설, 의공학, 가전분야, 전자산업 등 사회전

반에 걸친 기업을 포함하며, 연구소 및 이공분야의 

병역특례업체도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설비, 디자인 등의 수요가 있는 분야와 CAD/CAM 

및 기계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도 좋은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계 및 

전자, 전산, 제어 등의 분야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

리게 됨에 따라 단순한 기계분야 외에 전자, 전산 

등의 분야로도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에는 정보화와 더불어 미래형 자동차, 환경･신재생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메카트로닉스 및 로봇

공학, 첨단 의･공학 등이 국가성장 동력의 주력분야

로 떠오르면서 그 핵심에 있는 기계공학이 중요한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기계공학도는 현대

산업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첨병역할을 맡게 될 것

이다. 특히 학과명이 기계로봇에너지 공학과로 바뀌

면서, 위에 열거한 다양한 기계 관련 산업 분야 중에

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 분야인 설계 및 생산, 로봇 

산업, 그리고 에너지 및 환경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 이다. 

 교수소개

고 봉 환

전 공 분 야 제어 및 자동화

세부연구분야 동적 시스템 해석 및 구조물 결함탐지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다트머스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지능제어 기계설계 로봇공학입문

대 표 논 문

Localisation of Damage in Smart Structures through Sensitivity Enhancing Feedback Control

Decentralized Approach for Damage Localization through Smart Wireless Sensors

Actuator Failure Detection using Interaction Matrix Formulation

김  흥  수

전 공 분 야 항공공학

세부연구분야 지능재료 및 지능구조물

학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학과 항공우주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 항공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아리조나주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항공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로봇동역학 특화설계 진동 및 소음

대 표 논 문

“Modal Strain Damage Index of Laminated Composite Structures Using Smooth Transition of 
Displacement,” AIAA Journal,  Vol. 45, No. 12, 2007, pp. 2972-2978.
“Simple and Efficient Interlaminar Stress Analysis of Composite Laminates with Internal Ply-Drop,” 
Composite Structures, Vol. 84, No. 1, 2008, pp. 73-86.

“Characterization of Micro-scale Creep Deformation of Electro-Active Paper Actuator,”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Vol. 18, No. 9, July 1, 2009,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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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문 규

전 공 분 야 동역학, 진동 및 제어

세부연구분야 진동제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동역학 메카트로닉스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저 서

진동학의 기초

기계계측공학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논 문

"Dynamic modelling and active vibration controller design for a cylindrical shell equipped with 
piezoelectric sensors and actuator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21, 2009, pp. 510-524

"Dynamics of Satellite with Deployable Rigid Solar Arrays", Multibody System Dynamics, vol. 20, 2008, 
pp. 271-286.

"Active vibration control of smart grid structure by multiinput and multioutput positive position feedback 
controller",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04, 2007, pp. 230-245.

방 세 윤

전 공 분 야 정밀가공 및 계측

세부연구분야 레이저 정밀 가공과정의 해석 및 정밀 계측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enn State 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CAD 로봇메카니즘설계 센서 및 계측 트랙별 설계프로젝트

대 표 논 문

Modeling of Polymer Ablation with Excimer Lasers, J. of KSPE, Vol. 22, No. 9, pp60-68, 2005.

Development of a Simulation Program for Virtual Laser Machining, J. of KSPE, Vol. 22, No. 7, pp54-61, 2005.

Effects of Multiple Reflections of Polarized Beam in Laser Grooving, J. of KWS, Vol. 23, No. 2, 2005.

변 기 홍

전 공 분 야 열전달

세부연구분야 열전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Iowa대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Iowa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열전달 HVAC & R 에너지변환공학

대 표 논 문

겨울 야간 하늘에 노출된 평판에 의한 복사냉각 실험,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Vol.28 No.5 [2008] , 
pp.49-55

주간 하늘에 노출된 평판에 의한 복사냉각 실험,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27 No.4 [2007], pp.11-17  

복사냉각 시스템에서 커버의 영향, 설비공학 논문집, Vol.19 No.11 [2007], pp. 797-802 

성 관 제

전 공 분 야 유체역학

세부연구분야 다공성매질 유동, 신재생에너지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Stanford 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기계전산입문 유체역학 재생에너지와 유체기계

대 표 저 서 기계공학개론

대 표 논 문

Investigation of Flow and Transport in Certain Cases of Nonstationary 
Conductivity Field

Field Investigation of WIPP Site Using a Nonstationary Stochastic Model with 
a Trending Hydraulic Conductivity Field

Formation of Hydrate Plug within Rectangular Natural Gas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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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명 호

전 공 분 야 기계공학

세부연구분야 열공학(에너지 및 환경)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유체공학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urdue University 기계공학과(열공학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열역학 에너지응용공학 기계공학실험

대 표 저 서 기계계측공학 -이론과 설계- 3판, 시그마 프레스

대 표 논 문

“Kinetic inhibitor effect on methane/propane ...", J. Crystal Growth,2008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비평형 분해과정 수치해석“,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2008

“메탄/프로판 포접 하이드레이트 결정의 성장 특성”, 한국화학공학회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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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EC2020 창의적공학설계 및 실습 3 3 0 기초 1 1 전필

MEC2025 기계전산입문 3 1 4 기초 1 2 전필

MEC2013 고체역학 3 3 0 기초 2 영어 1 전필

MEC2018 열역학 3 3 0 기초 2 영어 1 전필

MEC2026 CAD 3 1.5 3 기초 2 1

MEC2027 로봇공학 입문 3 3 0 기초 2 영어 1

MEC2028 재료학 3 3 0 기초 2 영어 1

MEC2015 유체역학 3 3 0 기초 2 영어 2 전필

MEC2012 동역학 3 3 0 기초 2 영어 2 전필

MEC2029 기계공학실험 3 1 4 기초 2 2 전필

MEC2030 로봇메카니즘 설계 3 3 0 기초 2 2

MEC2031 응용재료역학 3 3 0 기초 2 영어 2

MEC4032 진동및소음 3 3 0　 전문 4 2 기존과목신설

MEC4048 열전달 3 3 0 전문 3 영어 1

MEC4060 기계설계 3 3 0 전문 3 1

MEC4061 에너지응용공학 3 3 0 전문 3 1

MEC4062 로봇 프로그래밍 3 1 4 전문 3 영어 1

MEC4063 재생에너지와 유체기계 3 3 0 전문 3 영어 1

MEC4064 부품제조실습 3 1 4 전문 3 1

MEC4065 특화설계 3 2 2 전문 3 영어 2 전필

MEC4066 센서및계측 3 3 0 전문 3 영어 2

MEC4067 HVAC & R 3 3 0 전문 3 2

MEC4068 연소와 연료전지 3 3 0 전문 3 영어 2

MEC4069 로봇지능제어 3 3 0 전문 3 영어 2

MEC4070 첨단제조공학 3 3 0 전문 3 2

MEC4071 트랙별 설계프로젝트Ⅰ 3 1 4 전문 4 영어 1 전필, 팀티칭

MEC4072 에너지변환공학 3 3 0 전문 4 1

MEC4073 로봇 동역학 3 3 0 전문 4 영어 1

MEC4074 컴퓨터 응용해석 3 1 4 전문 4 1

MEC4075 트랙별 설계프로젝트Ⅱ 3 1 4 전문 4 영어 2 전필, 팀티칭

MEC4076 신재생에너지 3 3 0 전문 4 2

MEC4077 신소재특론 3 3 0 전문 4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소재 및 설계

기계전산입문
창의적공학설계

고체역학
열역학
CAD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공학실험
기계설계

센서 및 계측
특화설계

트랙별설계프로젝트1
트랙별설계프로젝트2

재료학 
신소재특론 
응용재료역학 
첨단제조공학
부품제조실습
컴퓨터응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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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에너지

기계전산입문
창의적공학설계

고체역학
열역학
CAD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공학실험
기계설계
열전달

센서 및 계측
특화설계

트랙별설계프로젝트1
트랙별설계프로젝트2

에너지응용공학]
재생에너지와 유체기계

HVAC & R
연소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변환공학

로봇

기계전산입문
창의적공학설계

고체역학
열역학
CAD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공학실험
기계설계

센서 및 계측
특화설계

트랙별설계프로젝트1
트랙별설계프로젝트2

로봇동역학 
로봇메카니즘설계 
로봇지능제어 
로봇공학입문 
진동및소음

로봇프로그래밍 

복수전공트랙

 교과목 해설

MEC2020 창의적공학설계및실습 Creative Engineering Design and Practice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공학설계 과정을 소개하고 공학설계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또한 
공학도의 직업관, 윤리의식과 평생교육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EC2025 기계전산입문 Introduction to MATLAB for Mechanical Engineers 

본 과목에서는 첫째 MATLAB 프로그램언어를 익혀 수치해석 및 그래프 작성 등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둘째 이를 간단한 기계공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여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문제해
결 접근방법을 연습한다.

MEC2013 고체역학 Mechanics of Solids

힘과 모멘트의 개념과 정역학에 대하여 공부한다. 고체역학의 기본원리인 평형조건, 기하학적 적합조건, 
응력-변형률의 관계 등을 공부하여 구조해석 등에 응용한다.

MEC2018 열역학 Engineering Thermodynamics

기계분야 기본역학 중 하나이며 전공필수 교과목이다. 에너지/열/일과 순수물질의 성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열역학 제 1, 2 법칙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확장하여 에너지 분야의 실제 문제해결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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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2026 CAD Computer Aided Design

강의의 전반부에는 기계제도의 기본이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PC를 이용한 2D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에 
대해 실습한다. 후반부에는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설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실습을 통해 기능을 익힌
다.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직접 설계문제에 적용하도록 한다.

MEC2027 로봇공학입문 Introduction to Robot Engineering

로봇의 종류 및 변천사를 소개하고 현대사회 속에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역할과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한다. 자동화 및 무인화에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 산업용 로봇들을 소개한다.

MEC2028 재료학 Fundamentals of Engineering Materials

본 교과목에서는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기초를 공부한다. 실제 생활에서 재난은 잘못된 재료의 선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명한 재료의 선택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MEC2015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본 과목에서는 유체를 연속체로 취급하며 해석방법으로는 오일러 방식을 택하고 비압축성 유동에 국한하여 
유체의 성질과 유동현상을 이해하고 내부 및 외부유동의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MEC2012 동역학 Dynamics

본 과목은 기계시스템의 운동에 관한 학문으로서 그런 기계시스템의 동적 해석을 위한 동적 모델링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해 입자와 강체의 기구학과 동역학을 공부한다.

MEC2029 기계공학실험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실험을 통해 이론교육에서 학습한 기계공학의 주요 원리들을 확인하는 전공필수 교과목이다. 열유체 및 
재료 분야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센서를 사용하는 법과 컴퓨터를 통한 자료처리/분석 과정을 
익힌다. 또, 실험결과를 이론에 의한 예측과 비교하고 논의와 함께 문서형태로 작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MEC2030 로봇메카니즘설계 Design of Robot Mechanisms

공간상 물체좌표계의 변환에 대해 소개한다. 로봇 관절 변수와 팔의 자세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정기구
학 및 역기구학을 공부한다. Computer simulation tool을 이용해 mechanism에서의 위치, 속도, 힘 해석 
과정을 소개하고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MEC2031 응용재료역학 Advanced Mechanics of Materials

재료역학의 기본원리를 응용하여 축과 보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에 대하여 해석하고 에너지 방법을 공부하여 
충격하중을 고려한 해석을 한다. 응용재료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기계부품과 구조물의 설계에 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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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4032 진동 및 소음 Vibrations and Noise

진동 및 소음은 기계시스템의 진동 원인과 진동특성해석 및 방진설계, 소음 측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진동계의 해석을 위한 동적 모델링 방법과 해석, 소음 계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한다.
- 진동계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 스프링, 댐퍼, 질량의 특성.
- Newton 의 제 2 법칙을 이용한 1자유도 선형계의 운동방정식의 유도.
- 비감쇠 자유진동의 해, 고유진동 특성, 감쇠자유진동의 해.
- 비감쇠 및 감쇠 시스템의 조화기진력에 대한 강제진동응답,
- 다자유도계의 고유진동특성, 방진설계 및 진동계측 시스템
- 소음 계측 장비의 사용방법

MEC4048 열전달 Heat Transfer  

시스템에 전달된 열에 의한 온도 변화와 분포, 단위시간/면적당 전달되는 열량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전도, 대류 및 복사열전달 현상과 기본법칙들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MEC4060 기계설계 Machine Design

기계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기계설계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각종 기계요소 및 부품들의 역학적 
해석과 및 각 요소간의 결합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설계능력을 배양한다. 

MEC4061 에너지응용공학 Applied Energy Engineering

열역학의 심화과목으로 각종 동력 및 냉동 사이클을 이해하고 실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다룬다. 또, 
엑서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사이클의 성능해석을 배우며 열교환기 설계를 프로젝트로 수행한다. 

MEC4062 로봇프로그래밍 Robot Programming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의 운용을 위한 기초적인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 
운용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실습을 통해 학습하며 로봇의 입출력 인터페이싱을 공부한다.

MEC4063 재생에너지와 유체기계 Turbomachinery and Renewable energy

본 과목에서는 유체역학의 기본원리를 유체기계의 이론적립에 적용하여 다양한 유체기계의 작동원리와 
운전조건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개수로유동과 자유수면유동에 대해 공부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조파력 등과 관련된 유체기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MEC4064 부품제조실습 Manufacturing Processes Practice

선반과 밀링머신, 용접, CNC 머시닝센터 등을 실습한다. 열처리 방법을 실습하고 경도시험과 충격시험으로 
이를 확인한다. 주조 및 소성가공에 대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공정에 대한 해석 빛 설계 방법을 공부한다.

MEC4065 특화설계 Special Design

트랙별설계프로젝트의 선수과목으로써 종합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팀별 
자료조사 및 설계계획 발표의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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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4066 센서및계측 Measurements

각종 센서와 계측의 기본 이론을 소개한다. 오차 해석과 데이터 처리에 대해 공부하고, 로봇과 연관된 
부분을 소개한다. Lab View 의 활용에 대해 소개한다.

MEC4067 HVAC&R HVAC & R

냉 난방, 습도조절, 공기의 질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습공기의 성질, 냉난 방 부하계산, 냉난방 시스템, 
환기처리, 공조용 히트펌프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간단한 공조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MEC4068 연소와 연료전지 Combustion and Fuel Cell

연료의 종류 및 특징과 연소의 기본 이론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매스의 연소과정과 차량용 
내연기관 및 연료전지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구체적으로는 흡기 
및 배기, 냉각 및 환경문제 등이 포함된다. 

MEC4069 로봇지능제어 Intelligent Control of Robot System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선형 시스템, 피드백 및 PID 제어기 
등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을 학습한다. 로봇의 구조, 동역학, 궤적설계, 운용방식 등의 내용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MEC4070 첨단제조공학 Advanced Manufacturing Engineering

제조공학의 기본인 주조, 부피성형, 판재성형, 절삭가공, 연삭가공과 첨단제조공정인 신속조형기술, 특수
가공, 강화플라스틱의 가공법 및 분말 금속의 가공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MEC4071 트랙별설계프로젝트 1 Capstone Design Track-ProjectI

본 과목은 4학년만 수강할 수 있으며, 각 트랙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설계문제를 4년간 배운 기계공
학의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 및 제작능력을 배양한다. 수강하는 학생은 제품형태의 시작품을 제출하고 
설계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MEC4072 에너지변환공학 Power Generation Engineering

화석, 원자력 및 태양 에너지원을 동력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운다. 에너지원의 종류 및 특성, 화석연료 
연소 및 로, 보일러 및 증기발생기, 열병합 발전, 원자력 발전,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해 강의한다.

MEC4073 로봇동역학 Robot Dynamics

로봇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소 3축 이상의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동역학적 
지식을 배운다. 로봇의 구동 시스템과 연계된 링크와 조인트부의 역학적 해석을 통해서 로봇 구동을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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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4074 컴퓨터응용해석 Computer Aided Analysis in Mechanical Design

본 교과목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기계설계분야의 해석을 다룬다. 구조해석에서 출발한 유한요소
법의 기초이론을 배운다. 전후처리프로그램과 상용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활용법을 기초부터 익혀 효과적인 
설계를 돕는 해석방법을 익힌다.

MEC4075 트랙별설계프로젝트 2 Capstone Design Track-ProjectII

본 과목은 트랙별설계프로젝트I의 연속과목이며 각 트랙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설계문제를 4년간 
배운 기계공학의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 및 제작능력을 배양한다. 수강하는 학생은 제품형태의 시작품
을 제출하고 설계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MEC4076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안을 다룬다. 강의내용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신에너지(연료전지, 핵에너지, 열병합발전) 및 재생에너지(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파력, 조력, 지열) 
개요와 미래에 활용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공급 장치들의 원리 및 구조를 학습한다.

MEC4077 신소재특론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in
Mechanical Design

본교과목에서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다양한 신소재를 소개한다.  신소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고, 친환경 녹색소재(Green Materials), 바이오/나노소재(Bio & Nano Materials)에 대경 
녹구조@기초능, 응용분야에 대경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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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건축공학전공에서는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를 배

양시키는 교육체제를 지향하며, 근본 원리에 충실한 

교육, 다양한 실험과 실무훈련을 통하여 국제 경쟁

력이 있는 건축 엔지니어와 건설관리자를 배양한다. 

또한, 건축구조, 건축시공․건설관리, 건축환경․설비 

교육을 중심으로 시공 엔지니어, 건설관리자, 건설

관련 연구원, 건축구조 엔지니어, 건축환경 전문가 

및 건축설비 엔지니어 등 매우 다양한 전문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건축공

학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생이 건설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건축공학 기본

소양, 전공기반, 실무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건축공학전공의 교육목표이다. 

이에 따라, 건축공학 프로그램의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의 함양

건축공학분야의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의 함양

을 위해 건축공학 전공기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축 엔지니어와 건설관리자의 

배양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축 엔지니어와 건설관리

자의 배양을 위해 건축공학 엔지니어의 기본소

양을 갖추도록 한다.

 3. 산업지향적 실무위주의 교육

산업지향적 실무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건축공

학 실무를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이를 위해 다

양한 분야의 실무내용을 교육하고 실무자를 겸

임교수 및 외래 강사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강 및 현장방문을 정

례화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건설기술의 다양화, 첨단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되어 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관리 및 시공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고급인력의 양성이 요구되

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건설산업의 4대 기능인 설

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의 학문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하드웨어(hardware) 측면의 생산기술과 소프

트웨어(software) 측면의 관리기술을 교육․연구함

으로써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공

헌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유

의 건설환경 하에서 국내 건축은 급속히 고층화, 대

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구조 및 시공기술에 대

한 지속적인 개발과 축적은 계속적으로 추진․발전되

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 건축물은 쾌적하고 안전

한 공간 창출을 위하여 건축 설비 기술이 고도화·첨
단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 환

경요소, 시스템 요소 등을 건축물과 접목시킴으로써 

쾌적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요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는 창의력을 지닌 전문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분야는 그 넓이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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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깊이도 깊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 교수진과 이에 적극 

동참하여 스스로 계발하려는 학생의 노력이 합쳐질 

경우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 및 특화된 기량을 확보

하여 발전적인 전문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건축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우선 건축기사, 건설안

전기사, 건축설비기사, 품질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

득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경력을 쌓으면 관련 

기술사(시공, 품질, 안전, 구조, 설비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 진출하여 건설현장의 다양한 관리업무

(현장, 본사, 발주자), 견적업무(공사비 산출), 부동

산개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설계회사에 진출

하여 건설관리, 건축설비설계, 건축구조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등

과 같은 정부관련기관에서 입사하여 국가적인 건설

기획, 건설정책, 건설제도, 건설감독, 건설교육과 같

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 연구능

력을 발휘할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건설업체

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종사할 수도 있고, 더 나

아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할 경우 대학

교에서 건축분야의 교육자로서 일할 수도 있다. 

 교수소개

유 승 룡

전 공 분 야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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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Florida PS콘크리트구조(전공) 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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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대한건축학회2010)

대 표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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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Public Construction Firm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ASCE, Volume 21, Issue 
1, pp. 17-26. 

(2004) Jongsoo Choi and Jeffery S. Russell, “Economic Gains around Mergers and Acquisi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ian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pp. 513-525.

양 인 호

전 공 분 야 건축환경 및 설비

세부연구분야 건축설비 최적 설계, 건물에너지, 친환경 건물 설계, 건축설비 최적제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건축열환경공학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건물공기조화설비 건물급배수위생설비

대 표 저 서 The ESP-r COOKBOOK(한국어번역판)

대 표 논 문

In-Ho Yang, Ji-Hyun Kim, Sun-Sook Kima, Kwang-Woo Kim, “A Design Support System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Integrated Workplace Performance, Building and Environment, Vol.43, Issue.7, 2008.7

In-Ho Yang, Sun-sook Kim, Myoung-Souk Yeo, Kwang-Woo Kim, “Development of a housing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multi-family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Building and Environment, 
Vol.40, Issue.8, 2005.8

In-Ho Yang, Myoung-Souk Yeo, Kwang-Woo Kim, “Applica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Predict 
the Optimal Start Time for Heating System in Build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 Vol.44, 
Issue.17, 2003.10 

박 관 순

전 공 분 야 구조

세부연구분야 구조해석, 진동제어, 구조최적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 학과(전공) 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 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 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축구조재료실험 건축구조해석

대 표 논 문

Development of Optimal Design Formula for Bi-Tuned Mass Dampers Us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09. 2, Vol. 322, pp. 60-77.

Active Control of Large Structures Using a Bilinear Pole-shifting Transform with H∞ Control Method,” 
Engineering Structures, 2008.10, vol.30, pp.3336-3344

Optimal design of hysteretic dampers connecting adjacent structures using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and stochastic linearization method, Engineering Structures, 2008.5, vol.30, pp.1240-1249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학기

ARC2013 창의적공학설계 3.0 3.0 3 기초 학부1~2년 필수설계 1

ARC2014 건물의이해 3.0 3.0 기초 학부1~2년 2

ARC2015 재료역학 3.0 3.0 기초 학부1~2년 1

ARC2017 건축구조 3.0 3.0 기초 학부1~2년 2

ARC2018 건설시공및공법1 3.0 3.0 1 기초 학부1~2년 선택설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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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학기

ARC2019 건축재료 3.0 3.0 기초 학부1~2년 2

ARC4034 건조역학2 3.0 3.0 전문 학부3~4년 영어 2

ARC4035 건축구조재료실험 3.0 1.0 4.0 2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36 건설시공및공법2 3.0 3.0 전문 학부3~4년 1

ARC4037 설계도서및견적 3.0 2.0 2.0 2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38 건축열환경공학 3.0 3.0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39 건축공학전산응용 3.0 2.0 2.0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40 건축철근콘크리트1 3.0 3.0 2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41 철골구조 3.0 3.0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2

ARC4042 건설공정관리 3.0 3.0 2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2

ARC4043 건물공기조화설비 3.0 3.0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2

ARC4044 건축빛및음환경공학 3.0 3.0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2

ARC4045 건설법규및계약 3.0 3.0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2

ARC4046 건축구조해석 3.0 3.0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1

ARC4047 건축철근콘크리트2 3.0 3.0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2

ARC4048 건설관리1 3.0 3.0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49 건물급배수위생설비 3.0 3.0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50 건축공학설계1 3.0 1.0 4.0 3 전문 학부3~4년 필수설계 1

ARC4051 건설관리2 3.0 3.0 전문 학부3~4년 2

ARC4052 건축공학설계2 3.0 1.0 4.0 3 전문 학부3~4년 필수설계 2

ARC4053 건조역학1 3.0 3.0 전문 학부3~4년 영어 1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과목 비고

건축시공 
엔지니어, 

건설사업 관리자, 
건설공무원

창의적공학설계
건물의이해

건설시공및공법 I
건축구조
재료역학
건축재료

건설시공및공법 II
설계도서및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설법규및계약

건설관리 I
건설관리 II

건축공학설계 I, II
건축공학전산응용

토질역학 I (토목)
토질역학 II (토목)
토목지질학 (토목)
경제원론 (교양)
경영학원론 (교양)
회계원리 (교양)
원가회계 (회계)

공업통계학 (산업공학)
생산및운영관리 (산업공학)
전자상거래입문 (국제통상)
전사적자원관리 (정보관리)

건축구조 
엔지니어, 
건설공무원

창의적공학설계
건물의이해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설시공및공법 I
건축재료

건조역학 I
건조역학 II

철근콘크리트 I
철근콘크리트II

철골구조
건축구조재료실험
건축구조해석

건축공학설계 I, II
건축공학전산응용

기초공학(토목)
유체역학(토목)

컴퓨터응용구조해석(토목)
PS콘크리트공학(토목)
토질역학 I (토목)
토질역학 II (토목)

건축설비 엔지니어

창의적공학설계
건물의이해
건축구조

건설시공및공법 I
재료역학
건축재료

건축열환경공학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건물공기조화설비
건물급배수위생설비
건축공학설계 I, II
건축공학전산응용

열역학 I (기계)
유체역학 I (기계)
열전달 I (기계)

공기조화및냉동공학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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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입학년도 인정전공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설계학점 비고

2001

건축학

ARD202 건축도학 3 0

6과목
18학점

ARD252 건축계획 3 0

ARD253 건축설계입문 3 0

ARD301 서양건축사 3 0

ARD303 건축구조설계 3 0

ARD304 건축환경계획 3 0

토목공학

CIV202 유체역학 3 0

6과목
12학점

CIV307 기초측량학 2 0

CIV308 측량학실습 1 0

CIV351 토질역학1 3 0

CIV352 토질역학2 3 0

CIV457 구조동역학 3 0

2002~2003

건축학

ARD202 건축도학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252 건축계획 3 0

ARD253 건축설계입문 3 0

ARD301 서양건축사 3 0

ARD303 건축구조설계 3 0

ARD304 건축환경계획 3 0

토목공학

CIV202 유체역학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CIV307 기초측량학 2 0

CIV308 측량학실습 1 0

CIV351 토질역학1 3 0

CIV352 토질역학2 3 0

CIV457 구조동역학 3 0

2004

건축학

ARD202 건축도학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252 건축계획 3 0

ARD253 건축설계입문 3 0

ARD301 서양건축사 3 0

ARD303 건축구조설계 3 0

ARD304 건축환경계획 3 0

ARD305 건축기술Ⅲ 3 0

ARD351 20세기  건축 3 0

ARD401 생태건축 3 0

토목공학

CIV202 유체역학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CIV255 토목지질학 2 0

CIV304 토질역학1 3 0

CIV352 토질역학2 3 0

CIV307 기초측량학 2 0

CIV308 측량학실습 1 0

CIV451 구조동역학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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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 인정전공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설계학점 비고

2005

건축학

ARD152 건축그래픽스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202 건축설계입문A 3 0

ARD204 건축기술Ⅰ 3 0

ARD252 건축설계입문B 3 0

ARD254 건축환경계획 3 0

ARD255 건축기술Ⅱ 3 0

ARD351 20세기 건축 3 0

ARD305 건축기술Ⅲ 3 0

ARD401 생태건축 3 0

토목
환경공학

CIV202 유체역학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CIV255 토목지질학 2 0

CIV304 토질역학1 3 0

CIV352 토질역학2 3 0

CIV307 측량학 3 0

CIV308 측량학실습 1 0

CIV412 구조계획 및 평가 3 0

2006

건축학

ARD152 건축그래픽스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202 건축설계입문A 3 0

ARD204 건축기술Ⅰ 3 0

ARD252 건축설계입문B 3 0

ARD254 건축환경계획 3 0

ARD255 건축기술Ⅱ 3 0

ARD305 건축기술Ⅲ 3 0

ARD351 20세기 건축 3 0

ARD401 생태건축 3 0

사회환경
시스템공학

CIV232 유체역학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CIV222 토목지질학 3 0

CIV321 토질역학1 및 실험 3 0

CIV322 토질역학2 3 0

CIV302 측량학 및 실습 3 0

2007~2011

건축학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2005 건축설계입문A 3 0

ARD2007 건축기술 3 0

ARD2009 건축설계입문B 3 0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0

ARD4007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3 0

ARD4011 생태건축 3 0

건설환경
공학과

CIV2010 유체역학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CIV2008 토목지질학 3 0

CIV4010 토질역학1 및 실험 3 0

CIV4011 토질역학2 3 0

CIV4004 측량학 및 실습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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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건축학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건축학 ARD2005 건축설계입문A 3

건축학 ARD2007 건축기술 3

건축학 ARD2009 건축설계입문B 3

건축학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건축학 ARD4007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3

건축학 ARD4011 생태건축 3

건설환경공학과 CIV2010 유체역학 3

건설환경공학과 CIV2008 토목지질학 3

건설환경공학과 CIV4010 토질역학1 및 실험 3

건설환경공학과 CIV4011 토질역학2 3

건설환경공학과 CIV4004 측량학 및 실습 3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위의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표에서, 건축학 전공의 경우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건설환경

공학과의 경우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건축공학과내에 개설된 1학년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전공과목

건축학 건축공학

1학기 Design Communication 창의적공학설계

2학기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물의이해

  건축공학과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공을 결정하기전에. 위의 표에 

나타난 1학년 전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의 구분 없이 해당 수강 과목을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전공이 결정된 후에 수강한 것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과목 해설

ARC2013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기법 및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건축공학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아이디어의 도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의 표현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라 개인별 및 팀별 과제를 수행한다.

ARC2014 건물의 이해 Understanding Buildings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의 형식과 각 구조의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여러 구조물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통하여 건물을 이해한다. 건물을 구성하는 설비에 대한 이해 뿐 만아니라, 간단한 시공법, 시공과정에 
대한 이해 등도 강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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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2015 재료역학 Strength of Materials

이 강의에서는 건축구조부재의 형상과 재료에 의한 강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응력/변형도, 
변형/변위, 탄성, 비탄성, 변형에너지 등을 소개한다. 이러한 개념들의 학습을 통하여 구조물이나 역학적 
시스템의 전문적 해석 또는 설계능력을 키우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ACR2016 건조역학1 Structural Mechanics 1 in Buildings

건축구조물에서 단위부재와 관련한 구조역학의 기본원리와 정정구조물의 해석기법을 강의한다.  또한, 
빌딩과 같은 대형 비탄성 부재해석에서 주류가 되는 힘과 변형에 더욱 초점을 두며, 미세 탄성 구조물인 
기계공학에서의 재료역학, 정역학, 탄성론 등에서 주안 시 되는 응력과 변형률에 관련한 것은 과감히 
제외시킨다. 아울러, 구조물을 해부하여 도시하는 자유물체도(Free-body Diagram)에 의한 해석에 그 
주안점을 둠으로, 힘과 변형에 관련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ARC2017 건축구조 Building Structures

건축물의 구조적 기본개념에 대하여 강의하며, 건축가와 건축기술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문제를 
다룬다. 강의에서는 구조물의 분류와 특징, 기본 형상에 따른 하중전달과정, 재료의 성질과 구조시스템, 
부재의 기본적 거동과 구조물의 기본설계 개념을 학습한다.

ARC2018 건설시공및공법1 Construction Execution and Methods Ⅰ
건축물의 가설, 측량, 흙막이, 기초, 구조체 공사(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를 위한 각종 공법 및 시공의 
특성을 강의한다. 또한 각 공종별 공법이 건축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강의한다. 
이러한 각 공종의 특성과 함께 골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프로세스의 이해를 통하여 
공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양토록 한다.

ARC2019 건축재료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공사에서 요구되는 각종 구조 및 마감 재료에 대하여 물적 특성과 적절한 용도, 선정법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재료의 개발 및 변천에 따른 건축물의 성능향상, 목재, 석재, 골재,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금속, 미장, 유리, 도장, 단열, 방･내화재료, 복합재료 등을 포함하여 강의한다.

ARC4034 건조역학2 Structural Mechanics 2 in Buildings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의 실재 건축구조물에서 기본이 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기본원리와 해석기
법을 강의한다.  또한, 빌딩과 같은 대형 비탄성 부재해석에서 주류가 되는 힘과 변형에 더욱 초점을 
두며, 미세 탄성 구조물인 기계공학에서의 재료역학, 정역학, 탄성론 등에서 주안 시 되는 응력과 변형률에 
관련한 것은 과감히 제외시킨다.  아울러, 구조물을 해부하여 힘과 변형을 도시하는 자유물체도
(Free-body Diagram)에 의한 해석에 그 주안점을 둠으로, 힘과 변형에 관련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강의 내용은 부정정 구조해석에 중점하여 강의한다. 

ARC4035 건축구조재료실험 Structural Engineering Laboratory

이 강의에서는 구조재료 및 부재의 역학적 성질을 알기 위해 각종 규격시험법, 시험기기의 조작, 측정방법
을 학습한다. 또한 간단한 시험체, 모형실험을 통해 구조부재와 구조물의 거동 등을 분석 및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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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4036 건설시공및공법2 Construction Execution and Methods Ⅱ
건축물의 마감공사(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등)를 위한 각종 공법 및 품질관리 방안을 
강의한다. 또한 각 마감 공종별 공법 및 시공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강의한다. 이러한 각 공종의 특성과 함께 마감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프로세스의 이해를 
통하여 마감 공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양토록 한다.

ARC4037 설계도서및견적 Construction Documents and Estimation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이해, 이를 통한 공사물량 산출방법과 내역서 작성방법, 개산견적 및 상세견적 
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ARC4038 건축열환경공학 Architectural Thermal Environment Engineering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환경인자에 대한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파악을 통하여 이들인자에 대한 계획 
및 효율적인 제어방법을 습득토록 한다. 본 강의는 열환경과 같이 건축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
자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절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ARC4039 건축공학전산응용 Computer Method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이론과 실습을 건축공학분야의 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와 건축 환경 및 설비분야에서의 전공지식
을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습득케 한다.

ARC4040 건축철근콘크리트1 Reinforced Concrete Design 1 in Buildings

이 수업에서는 극한 강도설계법(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의 
근본 개념, 그 이론 및 실용에 대하여 강의하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이 구조설계사무소, 공사현장, 또는 
설계사무소에 근무할 때 필요한 근본지식을 습득케 하여, 안전하고 내구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감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RC4041 철골구조 Design of Steel Structures

건축구조용 강재의 역학적인 성질, 허용응력도, 선재와 판재의 좌굴현상, 접합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강의하
고, 인장부재, 압축부재, 휨부재 등의 설계이론을 다룬다, 특히, LRFD설계법의 기초이론을 이해하도록 한다.

ARC4042 건설공정관리 Construction Planning and Scheduling

건설 프로젝트에서 계획(Planning)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설계, 시공단계에 걸쳐 프로젝트의 일정관
리를 위한 각종 기법들을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기간 산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건설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수행한다.

ARC4043 건물공기조화설비 Building Mechanical System

공기조화설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의 구성, 각종 기기, 덕트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각종 건물에
서 공조 시스템의 적용방법, 운전방법, 경제성, 쾌적성에 대한 계획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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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4044 건축빛및음환경공학
Architectural Lighting and Acoustic Environment
Engineering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환경인자에 대한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파악을 통하여 이들인자에 대한 계획 
및 효율적인 제어방법을 습득토록 한다. 본 강의는 빛환경 및 음환경과 같이 건축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절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ARC4045 건설법규및계약 Construction Laws and Contracts

각종 건설공사 관련 계약과정과 이러한 계약과정에 적용되는 법규, 제도, 보증, 보험에 대하여 강의한다. 
건설계약 과정 및 관련 법규의 이해를 통하여 엔지니어로서의 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양토록 한다.

ARC4046 건축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of Building

행렬을 이용한 구조물의 전산해석법과 복잡한 건축구조물의 전문적 해석을 위한 기초개념을 배운다. 범용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제구조물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간단한 구조해석프
로그램의 설계방법을 배운다.  

ARC4047 건축철근콘크리트2 Reinforced Concrete Design 2 in Buildings

이 수업에서는 극한 강도설계법(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의 
근본 개념, 그 이론 및 실용에 대하여 강의하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이 구조설계사무소, 공사현장, 또는 
설계사무소에 근무할 때 필요한 근본지식을 습득케 하여, 안전하고 내구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감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RC4048 건설관리1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1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에 대한 개념,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 수행업무, 국내 CM사
업의 특징,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CM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CM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편 팀별로 가상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CM업무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ARC4049 건물급배수위생설비 Utility Services in  Buildings

급수․급탕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소화, 가스설비의 구성, 계획법, 배관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각종 건물에서 급배수 위생설비의 효율적인 적용방법, 운전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ARC4050 건축공학설계1 Integrated Construction Engineering Design-1

3학년까지 건축공학분야에서 학습한 기초전공, 전공 심화강좌의 전공지식 및 엔지니어링 기반지식을 바탕
으로 건설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분석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건축시공/CM, 건축구조, 건축설비/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심화된 설계 및 분석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건설프로젝트 수행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적 관점에서의 건축공학설계 방법들을 
습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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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4051 건설관리2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2

건설관리에 포함되는 다양한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및 각 전문분야별 요소기술의 활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건설관리1 강좌는 CM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CM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강좌에서는 전반적인 건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정보관리, 비용관리, 안전관
리, 자원관리, 리스크관리, 구매 및 계약관리 등 CM체계를 구성하는 전문 관리요소에 대하여 학습한다.

ARC4052 건축공학설계2 Integrated Construction Engineering Design-2

건축공학설계1에서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제는 건축
시공/CM, 건축구조, 건축설비/환경 등 건축공학분야 세부 전공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ARC4053 건조역학1 Structural Mechanics 1 in Buildings

건축구조물에서 단위부재와 관련한 구조역학의 기본원리와 정정구조물의 해석기법을 강의한다.  또한, 
빌딩과 같은 대형 비탄성 부재해석에서 주류가 되는 힘과 변형에 더욱 초점을 두며, 미세 탄성 구조물인 
기계공학에서의 재료역학, 정역학, 탄성론 등에서 주안 시 되는 응력과 변형률에 관련한 것은 과감히 
제외시킨다. 아울러, 구조물을 해부하여 도시하는 자유물체도(Free-body Diagram)에 의한 해석에 그 
주안점을 둠으로, 힘과 변형에 관련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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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건축교육(Architectural Education)의 기본목표는 

졸업생이 건축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필요조건을 이

해하고 복합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건축적 요구를 물리적 환경으로 형상화하는 능력과 

리더쉽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

전문인이 갖추어야 하는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

은 다음과 같다.

1. 설계통합(Design Integration)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설

계 리더쉽을 발휘한다. 설계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를 정의하며, 분석과 중요 판단을 통하여 건축행위

를 한다. 3차원적 사고를 통하여 디자인 이슈를 끌어

내며 폭넓고 깊이 있는 대안을 수립한다. 설계해결

안 도출을 위한 다양한 설계요소를 절충하고 필요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다. 

2. 문화적 연구(Cultural Studies) 

  

세계 건축역사와 이론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建造환경에서 역사적 유적과 

문화 보전의 이슈를 이해한다. 세계 철학과 정치를 

이해하고 예술, 디자인, 음악, 문학과 기타 창의적 학

문활동의 문화적 동향을 파악한다. 

3. 디자인 연구(Design Studies) 

디자인 이론과 방법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도록 한다. 디자인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형태적 질서체계와 건축이론, 그리고 건축공간의 성

능기준을 이해한다. 

4. 환경적 연구(Environmental Studies) 

자연 시스템과 건조 환경의 지식을 갖추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도시설계, 지역 및 

도시계획의 지형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와 실무환경

에 대한 영향력을 이해한다.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관

련된 이슈를 이해하며, 열․조명․음향 등의 에너지사

용절감과 환경충격절감을 위한 자연형 시스템을 이

해한다. 자연시스템의 관리와 조경설계를 인지한다. 

5. 사용자 연구(User Studies) 

사회, 건축주와 건물사용자에 관한 지식과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프로젝트 요구사항(brief)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건조환경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기능적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6. 기술적 연구(Technical Studies) 

기술설계 과정 및 구조, 시공과 설비시스템의 기능

적 일체성을 이해한다. 열쾌적, 조명, 음향 관련 설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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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이해와 수송, 통신, 유지를 인식한다. 

실시 설계 시 기술도서의 역할 인지와 시공, 전산 

과정을 인식한다. 

7. 실무연구(Implementation Studies) 

건설 및 개발산업의 운영과 재정적 구조, 부동산투자, 

조달방식 및 유지 보수관리 대안을 인지한다

설계사무소와 프로젝트 관리 원리를 이해하며, 건조

환경개발과 설계감리 서비스 계약 및 전문적 자문행

위에 활용한다. 건축사 헌장과 윤리 규약, 행위 규약

을 이해하여 건축실무에 적용될 때 건축사의 등록, 

실무, 계약에 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이해한다. 

8. 전문 자격 기량(Professional Skills)

발표, 계산, 보고서 작성, 드로잉, 모델링과 평가 기

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설계안을 실험하고 발전시키

면서 정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작업 또는 

컴퓨터 작업과 모델작업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건조

환경의 성능평가(열, 빛, 에너지, 구조, 조명 등)을 

위하여 수작업 또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건축평가 

시스템의 사용을 이해한다.

 

 졸업 후 진로

최근 건축학 교육은 글로벌 업무환경에서의 건축, 

건설, 환경, 도시, 조경, 부동산개발, 디자인, IT 등

의 총체적인 물리적 환경 디자이너(Environmental 

Designer)의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건설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적 건축교육의 표준에 따라 경

쟁력 있는 질적 교육을 추구하며 산․학․연․관의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졸업생들의 사회진출과 전문활동

에 필요한 산업지향적인 건축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소개

전 영 일

전 공 분 야 건축

세부연구분야 건축계획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계획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trathclyde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s Ph.D

담 당 과 목 건축환경계획 생태건축 건축설계 건축그래픽스 기술과 사회(교양)

대 표 저 서

｢건축디자인 이론｣, 전영일 이한석 공저, 기문당, 1997. 3. 30

｢건축교육의 미래, 국제화와 전문화를 통한 제언｣, 전영일 외 공저, 발언, 1999. 12. 24 

｢건축·인테리어 시각표현사전｣, Francis D.K.Ching저, 강병희 외 공역, 도서출판국제, 1995

대 표 논 문

“건축의 과학주의와 설계방법론 비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제8권 5호, 1992. 5., pp.11~17.

“미국 건축 전문교육의 교과내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제15권 10호, 
1999. 10., pp.83~92.(공저 : 류전희(숭실대), 이선영(시립대))

“New developments in illumination, heating and cooling technologies for energy-efficient buildings”, 
Energy, 2009. 05.18, with H.J. Han et al

조 정 식

전 공 분 야 건축설계, 건축론

세부연구분야 건축설계, 한국건축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경도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경도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건축 설계 한국건축사 동양건축사

대 표 논 문

한국남부지방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1호, 1995. 1

종묘 길의 유형 및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한회 논문집 21권 9호, 2005.9

경전 속에 나타난 탑의 건축적 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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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일

전 공 분 야 건축

세부연구분야 건축계획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프랑스 벨빌 건축대학교 건축계획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건축설계4 건축설계8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대 표 저 서 An Urban University in Its Metropolitan Area

대 표 논 문

돔-이노 이론에 의한 현대건축 입면 공간에 대한 연구

르 꼬르뷰제 건축공간에서 빛의 연출에 대한 연구

도심형 대학의 캠퍼스 주변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형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이 명 식

전 공 분 야 건축설계 및 CAAD

세부연구분야 건축 설계, 디지털 건축, 건축 계획 및 정보

학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건축설계 Multimedia in Design 주거와 사회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대 표 저 서

Urban Frotsam, 시공문화사, 2009

새로운 주거의 형태, 기문당, 2007

주거학 강의, 기문당, 2003

대 표 논 문

진일보한 유비쿼터스 공간환경, 대한건축학회지, 2009

초고층 건축 디자인의 비정형화, 대한건축학회지, 2008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의한 설계업무 변화

한 광 야

전 공 분 야 도시설계와 도시계획

세부연구분야
도시설계 이론 및 역사, 공공공간의 규제와 계획, 통합된 대학-지역사회 마스터플랜, 대형 입체복합시설의 
계획 및 설계, 도시재생 전략수립, 역사도시 경관계획, U-City 모델개발, 수변환경계획, 지역생태환경계획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건축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건축공학 석사

Harvard Univ. Urban Design M.Arch in Urban Design

박사학위과정 Univ. of Pennsylvania City and Regional Planning Ph.D

담 당 과 목 도서설계와 환경계획 도시건축발달사 조경건축 국토 및 지역계획

대 표 저 서

Geography of the Internet, 2002, Univ. of Pennsylvania, Ph.D. Dissertation

미국 인터넷산업의 지도. 한광야, 송규봉 공저. 2003. 한울

Global Universities and Urban Development (edited by David Perry and Wim Wiewel) 2008.3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and M.E. Sharpe Publishing. New York, USA.
대학과 지역사회. 한광야 김홍일 공저. 2008. 상상디자인

대 표 논 문

입체복합시설 매개공간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연구, 2009.6.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논문집, 10권 2호 통권 34호. pp.57-72.

스패인 바르셀로나 앙상쉐 블록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8.12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논문집, 9권 4호 통권 33호. pp.193-212.

안드레 듀아니 계획이론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7.6
서울도시연구 2007년 6월 제8권 2호.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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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용 운

전 공 분 야 건축계획, 설계

세부연구분야 건축의장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건축학과(건축공학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Tokyo Univ. 건축학과(建築計画 및 意匠) 건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okyo Univ. 건축학과(建築計画 및 意匠) 건축학 박사

담 당 과 목 건축설계 건축개론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건축 디자인 이론 등

대 표 논 문

미술관 전시공간에 사용되는 공간유형 - 대한 건축 학회, v.24 n.8(2008-08) 

유추적 개념으로 바라본 미술관의 탄생 - 대한 건축 학회, v.24 n.11(2008-11) 

박람회 전시공간 유형에 관한 연구 - 대한 건축 학회, v.24 n.12(2008-12) 

미술관 전시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 대한 건축 학회, v.25 n.06(2009-06) 

적정(滴定)으로 바라본 박람회 전시공간의 변용 - 대한 건축 학회, v.25 n.09(2009-09)

동선연구와 미술관 전시공간 - 대한 건축 학회, v.25 n.12(2009-12)

미술관 전시공간의 유형과 그 해석 - 대한 건축 학회, v.26 n.01(2010-01) 

근대화와 박람회 - 대한 건축 학회, v.26 n.08(2010-08) 

건축양식의 혼합과 박람회 - 대한 건축 학회, v.26 n.08(2010-08)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학기

ARD2001 Design Communications 3.0 1.0 4.0 기초 학사1~2년 영어 1

ARD2004 주거와사회 2.0 2.0 기초 학사1~2년 1

ARD2005 건축설계입문A 3.0 1.0 4.0 기초 학사1~2년 1

ARD2006 색채디자인 3.0 2.0 2.0 기초 학사1~2년 1

ARD2007 건축기술 3.0 3.0 기초 학사1~2년 1

ARD4003 한국건축사 2.0 2.0 전문 학사3~4년 1

ARD4004 건축설계1 4.0 8.0 전문 학사3~4년 1

ARD4006 실내건축 3.0 2.0 2.0 전문 학사3~4년 1

ARD4011 생태건축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ARD4012 건축설계3 5.0 10.0 전문 학사3~4년 1

ARD4013 건축실무 3.0 3.0 전문 학사3~4년 1

ARD2002 건축개론 2.0 2.0 기초 학사1~2년 영어 2

ARD2003 건축그래픽스 3.0 2.0 2.0 기초 학사1~2년 2

ARD2008 건축직능 3.0 3.0 기초 학사1~2년 2

ARD2009 건축설계입문B 3.0 1.0 4.0 기초 학사1~2년 2

ARD4001 서양건축사 3.0 3.0 전문 학사3~4년 2

ARD4002 건축환경계획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ARD4007 모더니즘과현대건축 2.0 2.0 전문 학사3~4년 2

ARD4008 건축설계2 4.0 8.0 전문 학사3~4년 2

ARD4009 동양건축사 2.0 2.0 전문 학사3~4년 2

ARD4015 건축설계4 5.0 10.0 전문 학사3~4년 2

ARD4016 MultiMediaDesign 3.0 2.0 2.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ARD4028 도시설계의 이해 3.0 3.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ARD4029 도시형태의 역사 2.0 2.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ARD4030 도시설계와 공공환경 3.0 2.0 1.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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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과목 비 고

A 트랙
건축설계

Design Communications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설계입문 A, B
색채디자인
서양건축사
건축직능

주거와 사회

건축설계Ⅰ,Ⅱ,Ⅲ,Ⅳ
실내건축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건축기술

건축환경계획
Multi-media Design 
도시설계의 이해

드로잉1
드로잉2  
조형론

기초회화1
기초회화2
기초조소1
기초조소2
영상연구

B 트랙
건축관련 
연구분야

Design Communications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설계입문 A, B
서양건축사
건축직능

주거와 사회

건축설계Ⅰ,Ⅱ,Ⅲ,Ⅳ
한국건축사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동양건축사

도시형태의 역사
도시설계와 공공환경

건축기술
건축환경계획

드로잉1
드로잉2  
조형론

기초회화1
기초회화2
현대미술론
영상연구
미학

C 트랙
건설개발
관련분야

Design Communications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설계입문 A, B
서양건축사
건축직능

주거와 사회

건축설계Ⅰ,Ⅱ,Ⅲ,Ⅳ
실내건축
건축기술

건축환경계획
도시설계의 이해

건물의 이해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설시공 및 공법1
건축재료

건축열환경공학
건축철근콘크리트1

건설공정관리
건설관리1

건축공학설계1

D트랙
복수전공자

Design Communications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설계입문 A, B
서양건축사

건축설계Ⅰ,Ⅱ,Ⅲ,Ⅳ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건축기술
건축환경계획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학 번 인정전공 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건축학 전공인정

1997～99년 건축공학 -
건축공학교과목
최대27학점인정

27학점

2000~02년 건축공학

-
건축공학교과목
최대18학점인정

27학점ARC408
ARC409
ARC410

건축환경계획(3)
도시계획(3)
한국건축론(3)

9학점

2003년
건축공학

ARC303
ARC202
ARC251
ARC252
ARC303
ARC304
ARC404
ARC453

건설재료와공법
건축구조
건조역학1

건축구조시스템
건축구조설계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1
건축설비시스템2

24학점

30학점

ARC451
ARC403

건설법규및계약(3)
건설관리1(3)

선택
6학점



481

08

학 번 인정전공 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건축학 전공인정

2004년
건축공학

ARC304
ARC353
ARC355
ARC404
ARC453

설계도서및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건축설비시스템1
건축설비시스템2

15학점

2005년 건축공학

ARC304
ARC353
ARC355
ARC404
ARC453

설계도서및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공기조화설비
급배수위생설비

15학점

2006년 건축공학

ARC304
ARC404
ARC353
ARC354
ARC355

설계도서 및 견적
급배수 위생설비
건설공정관리

건물공기조화설비
건축빛및음환경 공학

15학점

2007년~2009년 건축공학

ARC2014
ARC2015
ARC2017
ARC2018
ARC2019
ARC4038
ARC4040
ARC4042
ARC4048
ARC4050

건물의이해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설시공 및 공법1
건축재료

건축열환경공학
건축철근콘크리트1

건설공정관리
건설관리1

건축공학설계1

선택
12학점

12학점

2010년 이후 미술학부

IDP2002
IDP2003
IDP2011
PAI2015
PAI2016
SCU2003
SCU2004
IDP2016
PAI4011
KOP4002

드로잉1
드로잉2  
조형론

기초회화1
기초회화2
기초조소1
기초조소2
현대미술론
영상연구
미학

선택
8학점

8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건축공학부 ARC2014 건물의 이해 3

건축공학부 ARC2015 재료역학 3

건축공학부 ARC2017 건축구조 3

건축공학부 ARC2018 건설시공 및 공법1 2

건축공학부 ARC2019 건축재료 3

건축공학부 ARC4038 건축열환경공학 3

건축공학부 ARC4040 건축철근콘크리트1 3

건축공학부 ARC4042 건설공정관리 3

건축공학부 ARC4048 건설관리1 3

건축공학부 ARC4050 건축공학설계1 3

미술학부 IDP2002 드로잉1 2

미술학부 IDP2003 드로잉2  2

미술학부 IDP2011 조형론 2

미술학부 PAI2015 기초회화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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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미술학부 PAI2016 기초회화2 2

미술학부 SCU2003 기초조소1 2

미술학부 SCU2004 기초조소2 2

미술학부 IDP2016 현대미술론 2

미술학부 PAI4011  영상연구 3

미술학부 KOP4002 미학 3

￭최대 인정 학점 : ( 8 OR 12 ) 학점

 건축공학과는 지정과목 중 12학점을, 미술학부는 8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 

￭건축공학과내에 개설된 1학년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전공과목

건축학 건축공학

1학기 Design Communication 창의적공학설계

2학기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물의이해

건축공학과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위의 표에 

나타난 1학년 전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의 구분 없이 해당 수강 과목을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전공이 결정된 후에 수강한 것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과목 해설

ARD2004 주거와 사회 Social Syntax and Configuration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건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에 관한 건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ARD2005 건축설계입문 A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Design I :
Architectural Space

본격적인 건축설계의 준비과정으로 도시라는 컨텍스트에서 건축물의 기능과 역할, 건축공간의 질과 형태의 
질서 체계를 강의, 현장답사, 스케치, 도면작업 등을 통해 학습한다. 건축물의 미니어처 및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건축공간의 구축과 형태를 경험하고, 이들의 도면화 작업을 실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Ⅰ)

ARD2006 색채디자인 Visual Perception and Art

건축가로서 요구되는 인간의 시각적 반응의 메카너즘과 시각적 예술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시각예술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2차원, 3차원적 및 다차원적 예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ARD2007 건축기술 Building Technology

건물의 외피, 내부공간, 설비 등의 통합적인 건물의 기능적 구성요소들을 이해하고 건축설계과정에서의 
기술적 제한요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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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2008 건축직능 Introduction to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한국과 서양의 건축전문직의 발전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세계화 시대 속에서 국가별 사회제도
의 틀 속에서 독립된 서비스산업으로 정착된 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현재의 국제적 수준에서 건축직능의 
업무-건축사사무소의 경영구조 개요와 건축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과 전문직 윤리, 그리고 ‘건축의 
dilemma’-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ARD2009 건축설계입문 B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Design II :
User Need and Space Programming

본격적인 건축설계의 두 번째 준비과정으로 건축공간의 규모, 형태, 용도, 질을 결정하는 건축공간의 
사용자 및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건축공간의 프로그래밍을 강의, 현장답사, 스케치, 도면작업, 
리서치 등을 통해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ARD4001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현대의 건축술 발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양건축을 시대적 발달에 비추어 공부한다. 건축양식의 발달과
정과 문화사적 영향, 기술의 발달 등을 배운다. 시각적 양식비교를 익힌다.

ARD4002 건축환경계획 Environmental Controls of Buildings

근대 건축모더니즘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현재 건축계획에서 과다하게 사용되는 근대건축
재료와 구법이 어떻게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이해한다. 건물의 실내환경성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자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건축실내 환경조절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좀 더 실직적인 자연형(passive) 접근방식의 건축계획기법을 학습시킨다.

ARD4003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궁궐, 사찰, 주거, 서원 등 한국의 전통건축을 대상으로 전통사상 및 문화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역사적, 
양식적, 의장적 특징을 이해한다.

ARD4004 건축설계I Architectural Design Ⅰ
건물설계의 첫 스튜디오로 사회적, 부지의 물리적인 속성, 환경요소가 갖는 문제점을 건축물로서 해결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Ⅱ)

ARD4008 건축설계 II Architectural Design Ⅱ
환경과 사용자공간의 연구와 설계기량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설계기초 학습한다. 정량적 기술시스템에 
관한 소개. 초보적인 시공 및 구조시스템의 지식을 가지고 간단한 건물설계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취소한의 
능력 배양. 설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대지 분석 및 설계를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Ⅱ)

ARD4005 도시 및 지역계획 City Design and Physical Planning

광장, 가로, 커뮤니티, 도시, 지역 환경의 중심 설계언어와 계획 이론들을 테마별로 고찰하고, 도시설계와 
환경계획 과정에서의 핵심 이슈, 사회적 가치와 갈등, 물리적 환경의 문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계획수
립과 실현화 과정을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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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4006 실내건축 Technology and Society

실내공간을 만드는 건축요소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바탕으로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고, 주제에 부합되
는 내부공간에 대한 연출 기법을 익힌다. 마감재료, 색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간을 만드는 가구 디자인, 
조명 연출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학습한다.

ARD4007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Modernism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근세 이후에 전개된 서양의 문화적,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된 근대건축의 전개과정과 계보를 통하여 현대건
축의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건축의 비판과 함께 시작된 현대건축의 동향에 대하여 사회
적,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작가별, 작품별 특징을 익힌다.

ARD4009 동양건축사 History of East Asian Architecture

한국의 전통건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의 건축에 대하여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도성, 궁궐, 
주거, 사찰 등의 건축적 특징에 대하여 3국간의 관계를 살핀다.

ARD4010 조경건축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건축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통합적 건축공간 설계를 위한 옥외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적 특성
에 관한 설계 방법과 역사적 흐름 등을 세계 도시의 조경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ARD4011 생태건축 Ecological Architecture   

제한된 지구자원, 오염되는 지구환경 속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이해. 환경윤리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그린 건축방식을 이해. 근대산업도시의 문제, 자본주의 도시와 건축, 모더니즘의 문제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한 방법 모색  

ARD4012 건축설계 III Architectural Design Ⅲ  
도시적 맥락에서의 복잡한 건물이나 여러 개의 복합건물의 합성, 기술적 정보의 통합, 복잡한 건물과 
관련시스템의 전반적 통합에의 숙달, 수송 및 교통, 도시계획과 건축의 사회적 측면 이해한다.  

ARD4015 건축설계IV Architectural Design Ⅳ 
정량적인 기술측면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단순한 건물 또는 복합건물 사례연구. 개인과제와 그룹과제 
진행. 건물시스템의 통합화. 복합건물 및 건물군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함께 단순한 건물의 
완전한 설계 능력을 갖춤. 대지분석 및 설계를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Ⅲ) 

ARD4013 건축실무 Professional Practice

법과 행정에 관한 일반사항과 건축법과 기타 관계법규(건축사법, 도시계획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국가기술가격법 등)에 관하여 해설함으로써 실무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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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4014 도시건축발달사 History of the Built Environment 

대표적인 세계 도시들의 역사적 진화과정과 독특한 특성을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구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도시환경에서의 형태적 특성(form)과 도시성(urbanism)에 관한 역사적 흐름과 장소적 가치와 
특성을 로마, 런던, 파리, 뉴욕, 보스턴, 프라하, 베니스, 비엔나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ARD4016 Multimedia Application to Architecture Multimedia Application to Architecture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visualization을 목표로 3D modeling 소프트웨어와 CAD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2D drawing과 3D model 방법과 walk through, texture and shadow simulation 등의 각종 방법을 학습한다.

ARD2001 Design Communications Design Communications

건축설계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텍스트, 이미지, 도면, 모델, 렌더링 등 다양한 
시각매체들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이론 및 실습학습을 통해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1) 

ARD2002 건축개론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건축설계의 디자인 프로세스, 건축 관련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건축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이해하고 직업의 주체가 되는 건축가에 대해 학습한다. 

ARD2003 건축그래픽스 Architectural Graphics 

기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도학의 기초를 익히고 입체공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평행선도법과 투시도법
을 배운다. 기본도형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안목과 표현감각을 학습한다.

ARD4029 도시형태의 역사 History of Urban Form

대표적인 세계 도시들의 역사적 진화과정과 독특한 특성을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구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도시환경에서의 형태적 특성(form)과 도시성(urbanism)에 관한 역사적 흐름과 장소적 가치와 
특성을 로마, 런던, 파리, 뉴욕, 보스턴, 프라하, 베니스, 비엔나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ARD4028 도시설계의 이해 Urban Design and Physical Planning

광장, 가로, 커뮤니티, 도시, 지역 환경의 중심 설계언어와 계획 이론들을 테마별로 고찰하고, 도시설계와 
환경계획 과정에서의 핵심 이슈, 사회적 가치와 갈등, 물리적 환경의 문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계획수
립과 실현화 과정을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ARD4030 도시설계와 공공환경 Public Realm and Urban Design

도시 공공환경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통합적 건축공간 설계를 위한 옥외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설계 방법과 역사적 흐름 등을 세계 도시의 공공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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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교육목표 총괄사항

산업시스템공학과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를 리드할 윤리의식의 바탕 하에 공학적 전문지식과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의사소통과 관리능력, 자기

개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

표를 설정하였다.

1) 의사결정과 시스템 설계,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과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2) 생산, 제조, 물류, 경영, 공공정책 및 정보시스템

을 포함한 특정 분야의 설계와 운용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학 프로젝트를 정형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종합적 설계 능력을 갖도록 

한다. 

3)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복합학제적

인 팀원으로서 혹은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도록 한다. 

4) 경제사회의 리더로서 올바른 윤리의식과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문제를 적시에 인지하고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능력을 갖도록 한다.

2. 학습 성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졸업생은 졸업하는 시점에서 다

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을 응용

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5)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

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3. 교육내용

위 2항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

업시스템공학과 전공교육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개 

산업시스템공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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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 생산/물류시스템 분야 

생산 (또는 제조)시스템의 공정분석과 설계를 통한 

계획과 효율적 통제 및 물류 네트워크의 설계와 관리

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한 응용기술을 습득한다. 

디지털환경에서의 제품설계/개발, 공정계획, 생산

에 수반되는 제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제품생명주기

관리(PLM) 등 제품정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 CAD/CAM, 디지털생산, 제품개발, PLM 등에 

관련된 기초 기술의 이해와 활용 능력

  - 로지스틱스의 기본 개념과 물류네트워크의 설

계, 생산물류, 공급망관리(SCM) 등에 관련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2) 최적화 및 시스템분석 분야

산업시스템의 분석과 최적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분석 도구와 최적화 방법론에 관한 이론과 현장

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학습한다.

  - 시스템의 설계와 분석 및 통합에 관련한 경제성

분석 및 프로젝트관리 능력

  - 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과 최적화 기법의 이해와 응용 능력

3) 서비스사이언스 및 품질 분야

서비스와 서비스사이언스에 대한 개념 이해와 새로

운 가치창출능력을 습득한다. 

  - 통계적 사고방식과 분석능력

  - 품질경영, 6시그마, BSC, 가치경영 등과 같이 

기업의 경영혁신에 관련된 최신 개념의 이해와 

응용능력 배양

  - 서비스생산성, 혁신을 위한 서비스사이언스에 

대한 최신개념과 응용능력배양

4) 정보시스템 분야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기술(IT)의 이해

와 응용 및 최신동향을 공부한다.

  -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및 자료 구조

에 대한 이해 

  - Database, ERP/CRM/SCM, 통신시스템 등 기

업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원리 및 응용능력

  - 정보시스템 분석,설계,구현을 포함하는 개발 

방법론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웹서비스, BPM, RFID 등 최신 정보기술의 경향

에 대한 이해

  - 데이타마이닝,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BusinessIntelligence의 이해

5) 인간공학 분야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기계와 컴퓨터를 사

람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간-

기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운영의 원리를 학

습하고, 인간이 관여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에 사용하는 각종 도구와 방법론을 학습한다. 

  - 인간-기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특징

  - 인간이 관여하는 시스템의 측정, 분석 및 설계 개선

  -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운영에 관

한 제반 주제

  - 인간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감성공학적

인 제품설계

6) 경영공학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에서 출발하는 산업공학도들

이 급변하는 경영/경제 환경에 적응하여 미래에 

CTO/CEO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영관련 지

식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학습한다.

  - 기술혁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영이론 학습

  - 금융서비스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에서 발생하

는 의사결정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얻기 위

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의 이해와 응용 능력

  - 경영 및 경제를 이해하는 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경영이론 학습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산업시스템공학은 산업혁명 이후 생산시스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태동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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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이후, 최적화이론, 시스템분석 및 설계, 프로젝

트관리, 인간공학 등 과학적 시스템분석 기법과 최

신 정보기술(IT)에 의한 시스템통합(SI)기술의 발전

에 힘입어 종합적인 시스템공학 기술로 발전해오고 

있다. 최근의 산업시스템공학은 전통적인 생산제조

시스템은 물론, 물류/유통 분야, 재무/금융 분야, 통

신시스템, 서비스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

야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산업시스템공학을 전공하면 일반 제조기업의 생

산, 제조. 제품 및 공정설계 업무, 경영, 기획, 관리업

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SI산업, 

정보통신산업, 반도체산업, 컨설팅회사, e-비지니

스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 유통 등, 공공 및 서

비스 분야의 진출도 활발하며, e-비지니스 컨설턴

트, 정보기술(IT)관리자, 전자상거래기획/관리/운

영자, ERP/SCM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이 

활발하다.

  이와 같이 산업시스템공학 전공자는 공학적인 소양

을 바탕으로 경영이론과 정보기술(IT)을 겸비시키는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졸업 후 창의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테크노 CEO로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수소개

박 춘 엽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공업통계학, 창업학(Entrepreneurship)

학사학위과정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산업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산업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응용통계학 공업마케팅 기술창업과 타당성 분석 품질경영

대 표 저 서

창업학

중소기업경영론

홈비즈니스 창업과 경영 

대 표 논 문

Perspectiv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A Comparison of the Supporting Systems for Micro Enterprises in Korea and Japan 

Forecasting Publications of Papers on Entrepreneurship in Academic Journals 

권 영 식

전 공 분 야 정보시스템

세부연구분야 Data Mining/Machine Learning , 지능정보시스템, Business Intelligence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MIS Business Intelligence 금융공학 서비스사이언스

대 표 저 서
서비스사이언스:과학이 서비스를 혁명한다

e-비지니스시스템

대 표 논 문

 "A Practical Approach to Bankruptcy Prediction for Small Businesses: Substituting the Unavailable 
Financial Data for Credit Card Sales Informa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May 2010

The Analysis of IDS Alarms based on AOI Vol.21, No.1, 2, IE Interface, March 2008

SVM based Bankruptcy Prediction Model for Small & Micro Businesses Using Credit Card Sales 
InformationVol.20, No.4, IE Interface, Dec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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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암

전 공 분 야 인간공학

세부연구분야 인간공학, 감성공학, 디자인공학, 산업안전

학사학위과정 부경대학교 수산물리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Waseda University 산업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Waseda University 산업공학과 인간과학 박사

담 당 과 목 인간공학 안전공학 감성및디자인공학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저 서
도해 에르고노믹스, 한국공업표준협회, 1991.

인간공학실험, 녹원출판사, 1988.

대 표 논 문

The application of 3D for robot manipulation, Journal of Human Science(Japan), Vol.8, No.1, 1995. 

A study on visual characteristics of binocular 3D images, Ergonomics(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in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Vol.39, No.11, 1996.

Visual depth perception of three dimensional images and two dimensional images. The Japanese 
Journal of Ergonomics, Vol.30, No.4, 1994.

조 성 구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의사결정론, 프로젝트 관리, 위험관리, 의사결정분석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프랑스 Aix-Marseille III 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의사결정분석 프로젝트 관리

대 표 저 서 공학경제

대 표 논 문

효과적인 RFID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모형 개발, 대한산업공학회지, Voi.34, No.4, 2008

신기술도입 성공의 주요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RFID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
지, Vol. 20, No. 2

Modeling the value of RFID systems: A Value-focused thinking approach, IAMOT, 2010

이 종 태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생산관리, ERP SCM, 인공지능(신경망, 퍼지), CRM, RFID 적용연구, 물류/유통 관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생산 및 운영관리 유통물류관리 물류관리론

대 표 저 서
경제성공학

신경망과 기계학습 개론

대 표 논 문

Improving decision tree by integrating spliting and pruning procedure based on Fuzzy theory,

An application of SCM-based logistics planning in the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ternational J. of Computer & Industrial Engineering

Wire Integration CRM Gateway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Event CRM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박 준 영

전 공 분 야 산업공학(CAD/CAM)

세부연구분야
제품구성 및 플랫폼 개발, 가상생산을 위한 전산원용 형상설계, 3차원 형상 응용,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급속 시작품 제작, Mass Customization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미네소타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CAD 및 실습 첨단제조공학 제품개발

대 표 저 서
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기계공작법 및 제조공학

대 표 논 문

분자 데이터베이스 스크리닝을 위한 원자간 거리 기반의 3차원 형상 기술자

PLATFORM PLANNING FOR MASS CUSTOMIZATION BASED ON QUALITY FUNTION DEPLOYMENT

변형량에 따른 일관된 Force-Feedback 적용을 위한 실시간 비균일 햅틱렌더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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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조

전 공 분 야 산업공학(최적화, 확률모형론 분야)

세부연구분야
통신망/생산/물류네트워크의 시스템 성능분석(대기행렬이론 및 그 응용 분야), 
시뮬레이션 모델링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공업경영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산업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sukuba 전자정보공학과(OR)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경영과학 경영과학2 시뮬레이션과 응용 응용확률론

대 표 저 서

경영과학(번역서), 한경사, 2007.

경영과학(Operations Research)(번역서), McGrawHill Korea, 2008.

Arena를 활용한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번역서), 텍스트북스, 2009.

대 표 논 문

A New Approach to Analysis of Polling Systems, Queueing Systems, 48(1-2), pp.135-158, 2004.

Hybrid 가드채널이 있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성능평가, 산업시스템경영학회지, 29(4),pp.100-106, 2007.

SECI모델을 이용한 생산현장 지식경영촉진체계 구축, 산업시스템경영학회지, 33(2), pp.1-10, 2008.

이 용 한

전 공 분 야 산업공학(정보시스템)

세부연구분야
RFID/USN, Service-Oriented Development of Application, Web Service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Complex System Modeling & Simulation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제조공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산업공학과(정보시스템)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보시스템 분석 설계 및 

실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및 실습
정보시스템 특론

산업시스템 프로그래밍 
응용과 실습

대 표 저 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사이텍미디어 (2009)

CompTIA RFID+ Study Guide, 도서출판 글샘 (2009)

서비스 사이언스, 매일경제신문사 (2006)

대 표 논 문

“Multiagent based dynamic resource scheduling for distributed multiple projects using market 
mechanism,”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 Vol.14, No.5, pp.471-484, 2003
“SOA 기반의 e-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BPM의 발전과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2권, 2호, pp.233-247, 2007

“RFID 도입에 대한 프로세스 중심 비용편익분석 모형 및 툴 개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3권, 3호, 
pp.173-188, 2008

윤 병 운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기술 경영, 지식 경영, 신기술 개발, 제품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술경영 서비스혁신론

대 표 저 서
테크놀로지 인텔리젼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서비스 공학, 생능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Byungun Yoon, Rob Phaal and David Probert, ‘Morphology analysis for technology roadmapping: 
application of text mining’, R&D Management(SSCI), Vol. 38, No. 1, pp. 51-68, 2008.

Byungun Yoon, “On the development of a technology intelligence tool for identifying technology 
opportunit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SCIE), Vol. 35, No. 1-2, pp. 124-135, 2008.

Byungun Yoon and YongtaePark,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ecasting Algorithm: Hybrid 
Approach for Morphology Analysis and Conjoint Analysis of Patent Information",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SCI), Vol.54, No.2, pp.588-59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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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ISE2001 창의적 공학 설계 3 3 3 기초 학사1년 1 필수

ISE2002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2 1 2 2 기초 학사1년 영어 2 필수+팀티칭

ISE2003 응용확률론 3 3 0 기초 학사2년 1 필수

ISE2004 인간공학 3 3 1 기초 학사2년 1

ISE2005 공학회계원리 3 3 1 기초 학사2년 1

ISE2006 경영정보시스템 3 3 1 기초 학사2년 영어 2

ISE2007 응용통계학 3 3 0 기초 학사2년 2

ISE2008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응용과 실습 3 2 2 1 기초 학사2년 2 필수

ISE2009 CAD 및 실습 3 3 2 기초 학사2년 영어 1

ISE2011 미래사회와 표준 3 3 0 기초 학사2년 1, 2

ISE4001 경영과학 1 3 3 1 전문 학사3년 1 필수

ISE4002 생산 및 운영관리 3 3 1 전문 학사3년 1

ISE4003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3 2 2 1 전문 학사3년 1 필수

ISE4004 서비스사이언스입문 3 3 1 전문 학사3년 1

ISE4005 첨단제조공학 3 3 1 전문 학사2년 1

ISE4006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1 2 4 2 전문 학사4년 1 필수+팀티칭

ISE4007 공업 마케팅 3 3 1 전문 학사4년 영어 1

ISE4008 금융공학입문 3 3 1 전문 학사4년 1

ISE4009 기술창업과 타당성 분석 3 3 2 전문 학사4년 영어 1

ISE4010 정보시스템 특론 3 3 1 전문 학사4년 2

ISE4011 프로젝트관리 3 3 1 전문 학사4년 1

ISE4012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2 2 4 2 전문 학사4년 2 필수+팀티칭

ISE4013 감성 및 디자인공학 3 3 1 전문 학사3년 2

ISE4014 경영과학 2 3 3 1 전문 학사3년 2

ISE4015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3 3 2 전문 학사3년 2

ISE4016 데이터베이스시스템설계 및 실습 3 2 2 1 전문 학사3년 2

ISE4017 안전공학 3 3 1 전문 학사4년 2

ISE4018 유통물류관리 3 3 1 전문 학사4년 2

ISE4019 의사결정분석 3 3 2 전문 학사4년 2

ISE4020 품질경영 3 3 1 전문 학사3년 영어 2

ISE4021 시뮬레이션과 응용 3 3 1 전문 학사3년 2

ISE4022 제품개발 3 3 1 전문 학사4년 영어 2

ISE4023 기술경영 3 3 1 전문 학사3년 영어 2

ISE4024 서비스혁신론 3 3 1 전문 학사4년 영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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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A 트랙
기업경영자 및 

컨설턴트

창의적공학설계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확률론
인간공학

공학회계원리

응용통계학
산업시스템프로그램밍응용과 실습

기술경영
금융공학입문
공업마케팅

생산 및 운영관리
경영과학 1

프로젝트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서비스사이언스 입문
기술창업과 타당성분석

프로젝트관리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1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2

감성 및 디자인공학
경영과학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설계 및 실습

안전공학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영

서비스혁신론

B 트랙
시스템 엔지니어

창의적공학설계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확률론
인간공학

공학회계원리
응용통계학

산업시스템프로그램밍응용과 실습
기술경영

금융공학입문
생산 및 운영관리

경영과학 1
프로젝트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서비스사이언스 입문
첨단제조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1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2

공업마케팅
감성 및 디자인공학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설계 및 실습
안전공학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영

시뮬레이션과 응용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CAD 및 실습
정보시스템특론

C 트랙
복수전공자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확률론
인간공학

공학회계원리
응용통계학

산업시스템프로그램밍응용과 실습
생산 및 운영관리

경영과학 1
프로젝트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생산 및 운영관리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첨단제조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1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2
기술창업과 타당성분석
감성 및 디자인공학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영
기술경영

CAD 및 실습

D 트랙
차세대 유통 서비스 *

창의적 공학설계
응용확률론
경영과학 1

경영정보시스템

공업마케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사이언스 입문

서비스 혁신론
유통물류관리

정보시스템 분석, 설계 및 실습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설계 및 실습

정보시스템 특론
기술경영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1, 2

* D. 차세대 유통서비스 트랙은 RFID/USN등 첨단 정보기술에 기반 한 유통물류 서비스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특화된 트랙으로서, 제시된 전공기초과목 가운데 3개 이상, 전공심화과목 가운데 7개 이상 수강한 경우 

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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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ISE2001 창의적 공학 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
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나 폐품을 활용하여 다리만들기, 낙하산 만들기와 같은 창의 제품을 
제작하고 경연대회를 통해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개발된 기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제품 개발 방향과 같은 미래지향적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한다.

ISE2002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산업시스템공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강의, 설계,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산업시스템공학의 
이해와 산업사회에서의 산업시스템공학도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ISE2003 응용확률론 Applied Probability for Engineers

확률의 기초개념, 표본공간, 확률변수, 확률분포, 기대치 및 분산등 확률에 대한 기초이론을 공학관련 
응용 예와 함께 학습한다 이러한 기초지식의 습득과 응용통계학 과정의 학습을 통하여 산업시스템공학의 
모든 과목에서 요구하는 과학적인 사고 능력의 기초를 배양한다. 

ISE2004 인간공학 Ergonomics

인간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작업 수행 상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인간-기계 체계의 최적 설계, 조정하는 
이론과 기법을 강의하며, 계면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조화 있게 다룬다.

ISE2005 공학회계원리 Accounting for Engineers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회계와 재무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배양한다. 또한, 연구개발비, 목표원가관리, 기술가치 평가 등 개발업무와 관련된 
회계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ISE2006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방법론
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busines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ERP, SCM, 
CRM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공부한다.

ISE2007 응용통계학 Applied Statistics for Engineers

응용 통계학은 공학 등 산업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이론과 방법을 다룬다. 
관측 자료를 통계적으로 기술하고, 모수에 관한 추정 및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과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ISE2008 산업시스템 프로그래밍

응용과 실습
Industrial Systems Programming and Practice

본 교과목은 산업공학의 다양한 기법 및 응용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Java 프로그래밍 능력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Java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복습, 기본적인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을 학습하고, 이를  산업공학응용 문제에 적용해 보는 실습 및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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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2009 CAD 및 실습 CAD and Laboratory Work

CAD(Computer Aided Design) 분야는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계의 전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확대되
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CAD 분야는 복잡한 형상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데이터의 저장, 
수치적 해석과 정보전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공학적 설계와 그래픽스에 
대한 기본개념을 주교재를 통해 학습하고, 3차원 CAD 소프트웨어의 실습을 통하여 공학 전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ISE2011 미래사회와 표준 Standards and Future Society

<국문 교과목명 해설>본 강좌는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표준들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해당 
표준을 활용해 사업 전략 수립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국제표준화의 중요성과 국제표
준화 단체를 이해하고 한국산업표준의 표준화 실시와 추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습득한다. 담당교수 및 
관련 교수진 주도의 산업별 공급망 참여주체의 표준화 활동을 학습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표준화 전문강사
를 적극 활용한다.

ISE4001 경영과학 1 Management Science 1

본 강좌에서는 산업, 경영, 공공, 물류 등의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를 
확정적 수리적 모형을 통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주요 주제로는 선형계획법, 네트워크모형, 정수계
획법 등을 다루고, 수리모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Solver 등)를 이용한 모형화의 해법을 예제 풀이와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학습한다. 

ISE4002 생산 및 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생산시스템과 서비스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수학적 방법, 발견적 방법, 
컴퓨터응용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의 문제해결방안들을 설명한다. 이들 방안들에는 작업관리, 물류관
리, 공정관리, 재고관리, 프로젝트관리방법 등이 포함되며 유연생산시스템과 같은 생산자동화시스템의 
보편화에 대비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기술이 강의내용에 포함된다. 

ISE4003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Design and Practice

정보시스템을 분석, 설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 기법, 툴 들을 배운다. 수업중 연습, 컴퓨터실습 및 
과제, 그리고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체득할 기회를 가진다. 

ISE4004 서비스사이언스 입문 Introduction to Service Science

고용인력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산업보다 큰 서비스산업에서 서비스생산성과 서비스혁신
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념과 분석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서비스경영, 운영과 전략, e-비지니스와 IT, 계량적분석등을 다룬다. 

ISE4005 첨단제조공학 Advanced Manufacturing Processes

현재 제조 분야에서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제조 시스템의 확립 및 운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크게 시장에서 기업의 유연화 및 기민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플랫폼의 개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성과 관리에 기반한 Workflow를 통해서 구축되는 
제조시스템의 통합화가 필수적이다. 본 과목에서는 현대적인 제조시스템의 골격과 운용원리에 대한 심화
된 이해를 갖게 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첨단제조분야의 폭 넓은 관심과 이해를 수용하기 위한 
과제와 기말프로젝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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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4006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1
Senior Project i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1

산업시스템공학에 관한 연구과제 및 주변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계획,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기초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평생학습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ISE4007 공업 마케팅 Marketing for Engineers

현대 마케팅 활동의 핵심요소인 제품, 가격, 유통 및 촉진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이른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광고, 홍보, 판매 촉진 활동 등에 대하여 
공부하고, 서비스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등에 대하여도 다룬다.

ISE4008 금융공학입문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

주식/채권의 가치평가, 자본예산, 포트폴리오이론,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자본구조와 자본조달, 운전자
본 관리와 재무 분석 등의 기본적인 재무이론을 바탕으로 선물거래, 옵션가격결정,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 등의 금융공학의 기본논제를 공부한다.

ISE4009 기술창업과 타당성 분석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and Feasibility
Analysis

창업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시장분석, 기술분석, 재무분석을 실시하는 기법을 
강의하고 실습도 한다. 수강생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ISE4010 정보시스템 특론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시스템 기술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현재 산업시스템공학과에 교과목
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무선인식(RFID) 기술의 
활용, XML 웹서비스(Web Services) 기초,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ISE4011 프로젝트관리 Project Management

각종의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의 정의 및 계획수립, 일정 및 코스트 관리, 
자원관 리, 팀의 구성 및 운영, 위험관리와 의사결정,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활용 등 프로젝트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신의 기법과 원칙을 배운다.

ISE4012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2
Senior Project i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

산업시스템공학에 관한 연구과제 및 주변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계획,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기초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평생학습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ISE4013 감성 및 디자인공학 Sensibility Ergonomics and Design Engineering

앞으로의 디자인은 감각과 감성이 균형을 이룬 보다 진보된 모던함을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제는 물리적 감각 영역을 넘어 보다 섬세하고 탁월한 빛의 효과, 움직임, 미각, 청각적 관점 등 오감까지 
그 적용과 표현을 확대하여 다각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와 소구성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본 강좌에서는 
감성 디자인을 위한 접근방법 및 접근에 필요한 분석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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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4014 경영과학 2 Management Science 2

본 강좌에서는 산업, 경영, 공공, 물류 등의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제된 
확률적 의사결정 문제를 수리적 모형을 통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주요 주제로는 예측모형, 마코프체
인, 대기행렬 기초 이론과 응용 모형을 다루며 실습을 통하여 실제 응용사례와 함께 Crystal Ball 등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방법 등을 학습한다. 

ISE4015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ERP/SCM/CRM과 DB,web등에 축적되는 많은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어 기업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Business Intelligence의 기본개념과 방법론, 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신경망, 의사
결정학습, 베이지안학습등 다양한 data min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최신 S/W를 이용한 마케팅 
및 CRM응용사례를 다룬다.

ISE4016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설계 및 실습 Database System Design and Practice

정보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설계, 구현하기 위한 기본 모델, 기법 및 툴을 학습한
다. 수업 중 연습, 컴퓨터 실습, 과제 및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체득할 기회를 가진다.

ISE4017 안전공학 Safety Engineering

산업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재해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요소들을 과학적, 정량적
으로 파악, 분석하여 작업환경 조절 및 개선에 대한 공학적 대책을 세우고,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허용기준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능력을 기른다. 또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PL(제조물 책임법) 
및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접근해 본다.

ISE4018 유통물류관리 Logistics

유통물류에 대한 기본 이해와 유통물류의 중요성, 그리고 하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알맞은 응용과 전략에 대해 공부한다.

ISE4019 의사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대안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문제를 적절히 모형화하고, 의사결정자의 선호와 
확률적 판단을 수치화 하여 이를 반영하는 합리적 의사결정방법과 철학, 절차 등을 배운다.

ISE4020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품질 경영과 고객만족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사례를 학습한다. 또, 샘플링 검사, 통계적 공정관리 기법을 학습하고, 품질보증, 
품질의 개선, 다구찌 방법, 품질 평가 방법 등을 학습한다.

ISE4021 시뮬레이션과 응용 Simulation and Its Applications

컴퓨터시뮬레이션은 생산/물류/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설계를 위한 중요한 경영과학 분석 
도구 중의 하나이다. 본 강좌에서는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모델링 방법, 모형의 유효성과 타당성 검증방법 
등을 다루며, 실습을 통하여 응용 사례분석(설계)과 시뮬레이션 기법의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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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4022 제품개발 Product Development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며, CAD, 신속모형제작 (Rapid Prototyping)등을 통하여 
수강자들이 각기 고유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제품 개발을 포함한 제품수명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PLM(Product Life cycle Management)에 관한 동향도 병행하여 강의한다.

ISE4023 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

기업내의 엔지니어링부서와 경영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술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예측, 기술자산의 평가, R&D 프로젝트 및 조직관리, 기술기획, 신제품개발방
법 등 기술의 기획,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결과물의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전체 기술경영 사이클(Cycle)에
서의 이론습득 및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ISE4024 서비스혁신론 Service Innovation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산업구조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신서비스를 창출하여 운영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비스 산업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지식과 신제품 및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론 및 사례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과목의 수강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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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교육학과는 교육학을 가르칠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교육현상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이

를 기초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등 실제적

인 교육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학

자, 교육연구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실천가 등을 양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전통적인 교육학 탐구 분야인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 등은 

최근에 이르러 좀 더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탐구영역

을 개척하고 있다. 교육 현실의 분화과정에 맞추어 

전문화, 세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런 경향이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이버교육, 노인교육, NGO 활동

에 기초한 교육문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인재양

성, 영재교육, 특수상담 등과 같은 연구 영역이다.

 졸업 후 진로

교육학 전공자들의 가능한 진로는 전문적 교육 연구 

분야, 교육행정분야, 교직분야, 평생교육전문분야,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연수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하

며, 각각 요구되는 능력과 소양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교육 연구인력 및 교육행정가

각종 교육연구기관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에 이어 대학원 과정의 연구능력을 배양해야 한

다. 또한 교육부 및 교육청과 같은 기관에 행정가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행정직은 교직 경력자 중에서도 선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교육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2. 교육학 교사 및 교직 복수전공(부전공) 관련 중등

교사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교육학 교사 자격

증이 부여되며, 교육학 이외에 교직복수전공이나 교

직부전공을 이수하여 교과교사로서 중등교사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임용고시

를 통해 국어, 사회, 윤리, 영어 등의 교사로 진출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학 전공과정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과 자신이 담당할 교과의 학문적 내용과 방법

을 연마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전문가 및 기업체 교육연수관련 전문가

평생교육전문가나 기업체 교육연구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습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강좌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학

과 학생들은 전공 교육과정과 동시에 평생교육관련 

교육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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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를 선택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들 분야

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학

적 지식과 동시에 현대 사회와 문화 및 그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교수소개

박 부 권

전 공 분 야 교육사회

세부연구분야 교육사회학, 교육정책, 비교교육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사회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Wisconsin-Madison 교육정책 전공 Ph.D

담 당 과 목 교육사회학 사고와 표현 교육과 문화

대 표 저 서

학교지식의 정치학(우리교육, 역서)

교육과 이데올로기(한길사, 역서)

학습사회의 교육학(학지사, 공저)

대 표 논 문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교육사회학연구(18-1), 2008)

고교300프로젝트와 고교추첨배정제도(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 2008)

한국대입문화 심층해부: 교육사회학적 시각(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 2009)

김 성 훈

전 공 분 야 교육평가

세부연구분야 교육측정, 통계, 평가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측정및평가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Illinois at Urbana 교육평가 전공 Ph.D

담 당 과 목 교육통계 교육측정및평가 교육연구법

대 표 저 서
교육평가 용어사전(학지사, 2004)

종합 생활기록부 도입에 따른 성취 수준평가의 이론과 실제(교학사, 1998)

대 표 논 문

교육평가는 교육을 아름답게 하는가 (2008)

인지모형에 근거한 학생의 지식상태 진단 -규칙장이론(Rule - Space theory)의 적용 (2005)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오답원인 자기평가의 효과 (2009)

고 진 호

전 공 분 야 교육과정

세부연구분야 교육과정 철학, 종교교육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전공 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교육과정이론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성교육론

대 표 저 서
교육의 철학적 이해(문음사, 2005)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2007)

대 표 논 문
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2001)

게슐탈트 심리치료와 위빠사나 선의 상보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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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 형

전 공 분 야 교육행정

세부연구분야 교육행정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행정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asmania 교육행정 전공 Ph.D

담 당 과 목 교육행정학 교육경영론 교육제도론

대 표 저 서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탐색(교육개발원, 2003)

현대비교교육발전론(교육과학사, 2003)

대 표 논 문

교육행정학의 혼합방법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2010)

지식융합: 지식경영적 접근과 이해(2010)

교육에 대한 학습과학적 접근: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 탐색(2009)

조 상 식

전 공 분 야 교육철학, 서양교육사

세부연구분야 서양교육사상, 미학교육론, 도덕교육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Georg-August Univ. Goettingen 교육철학 전공 M.A.

박사학위과정 Georg-August Univ. Goettingen 교육철학 전공 Dr.disc.pol.

담 당 과 목 교육철학 서양교육사 가치교육론

대 표 저 서

현상학과 교육학(원미사, 2002)

윌리엄 제임스-교육론(문음사, 2005)

푸코-감옥에 가다(푸른디딤돌, 2009)

대 표 논 문

Die Jugendkultur als la galere oder Widerstandkultur?

현상학의 ‘비(非)정립적 의식’ 개념을 통해 본 학습의 새로운 차원(2010)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한계(2009)

신 나 민

전 공 분 야 교육공학

세부연구분야 원격교육, 21세기 교수-학습방법, 지속가능한 학교환경 디자인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평생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Pennsylvania State Univ. 원격교육 전공 Ed.D

담 당 과 목 교육공학 원격교육론 수업이론

대 표 저 서

원격교육입문: 기술복제 시대 교육에 대한 이해(서현사, 2007)

Advancing Online Learning in Asia(Open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02)

Speaking Personally about Distance Education: Foundations of Contemporary Practice(The American 
Center for the study of Dis, 2000)

대 표 논 문

학교 공간 변화에 있어 사용자 참여디자인이 갖는 효용성 및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

사이버강의 몰입: 조건, 구성요인 및 그 영향(2005)

아바타를 통해 본 초, 중, 고, 대학생의 자아 이미지 비교 분석(2006)

박 현 주

전 공 분 야 상담심리, 상담자 교육

세부연구분야 상담심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상담심리 전공 심리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Missouri-Columbia 상담심리 전공 Ph.D

담 당 과 목 상담심리학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대 표 저 서 에릭 번 (2009, 역서)

대 표 논 문

Maladaptive coping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2010)

Men as Allies: The efficacy of a high school rape prevention intervention (2010) 

Validation of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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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배

전 공 분 야 교육사(한국/동양)

세부연구분야 한국교육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사학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사학 전공 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교육학개론 동양교육의 이해 한국교육사

대 표 저 서
멀티미디어와 인문학 교육(제이앤씨, 2007, 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교육사상편(한국국학진흥원, 2006, 공저)

대 표 논 문

병산서원 교육관계 자료검토(2009)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화(2009)

학류를 통해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2009)

윤 초 희

전 공 분 야 교육심리학

세부연구분야 아동발달, 인지학습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교육심리학 전공 Ed.M

박사학위과정 Univ. of Washington 교육심리학 전공 Ph.D

담 당 과 목 교육심리학 인간발달과 학습

대 표 저 서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교육변화의 세계적 동향(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대 표 논 문

Self-regulated learning and instructional factors in the scientific inquiry of scientifically gifted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2009)

과학영재의 문제발견력과 과학적 특성 변인간의 관계 및 성차 분석(2009)

논쟁의 오류 평가와 반론 생성을 예측하는 맥락 및 신념 요소(2009)

장 환 영

전 공 분 야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수행공학

세부연구분야 Positive HRD, 성과향상, 교육비즈니스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ashington
Educational Leadership & Policy 

Studies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Indiana University Instructional Systems Technology Ph.D

담 당 과 목 기업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

대 표 논 문

Reconsidering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2007)

A Review of Past Research in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2008)

Performance, Performance System, and High Performance System (2009)

이 효 정

전 공 분 야 특수교육

세부연구분야 자폐 및 아스퍼거증후군, 발달장애

학사학위과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Kansas 특수교육전공 Ph.D

담 당 과 목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대 표 논 문

Cultural factors related to the hidden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autism and related disabilities(2011)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의 교과학습 향상을 위한 학업기술 교수 전략(2010)

A large- scal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Asperger syndrom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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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EDU2001 교육학입문 3 3 기초 학사1 1

EDU2002 교육철학 3 3 기초 학사2 1

EDU2003 교육행정학 3 3 기초 학사2 1

EDU2005 한국교육사 3 3 기초 학사2 1

EDU2007 교육과정이론 3 3 기초 학사2 2

EDU2008 교육심리학 3 3 기초 학사1 2

EDU2009 생활지도의이론과실제 3 3 기초 학사2 2

EDU2010 교육사회학 3 3 기초 학사2 1

EDU2011 교육통계 3 3 기초 학사2 1

EDU2012 사고와표현 3 3 기초 학사2 2

EDU4001 가치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03 교육공학 3 3 전문 학사3~4 1

EDU4004 교육과문화 3 3 전문 학사3~4 2

EDU4005 교육연구법 3 3 전문 학사3~4 2

EDU4006 교육제도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07 교육측정및평가 3 3 전문 학사3~4 2

EDU4012 상담심리학 3 3 전문 학사3~4 1

EDU4015 서양교육사 3 3 전문 학사3~4 1

EDU4016 수업이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17 영성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1

EDU4018 원격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19 인간발달과학습 3 3 전문 학사3~4 1

EDU4020 특수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1

EDU4022 동양교육의이해 3 3 전문 학사3~4 2

EDU4023 교육경영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24 기업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1

EDU4025 평생교육경영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26 인적자원개발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27 특수아행동지도 3 3 전문 학사3~4 2

EDU4028 통합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29 교육학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1

EDU4030 교육학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교육연구 인력 및 
교육행정가

교육학입문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학
교육철학
교육제도론

가치교육론
동양교육의 이해

교육경영론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
교육연구법
교육과 문화

복수(부)전공
관련과목

복수전공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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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2001 교육학입문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ducation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영역, 구조, 인간에 대한 이상적 관점과 교육과의 관계, 인간의 현실에 
대한 종교적․철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관점과 교육과의 관계, 교육의 기능, 요소, 장, 형태, 교육의 가능성
과 한계, 교사의 자질과 임무, 교직관의 유형과 윤리, 한국교육학의 과제와 전망 등 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교육학의 기본적 개념들과 전반적 윤곽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이다.

EDU2002 교육철학 Philosophy of Education

교육철학의 학문적 성격과 방법 및 교육철학의 여러 입장과 이에 따라 교육이론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탐구함으로써 교육의 제반문제를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EDU2003 교육행정학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의 기본이론과 주요 내용을 학습하면서 교육행정이론발달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또한 
교육행정의 제 측면(조직관리, 계획, 장학, 재정, 인사, 시설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분석한다. 

EDU2005 한국교육사 History of Korean Education

한국의 지나간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등 여러 사회현상과의 
관련 속에서 세계교육사와 견주어 가면서 탐구함으로써 한국교육사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해 간다.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교육학 교사 및 교직복수 
전공 관련 중등교원

교육학입문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철학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공학
수업이론
교육통계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교육측정 및 평가

서양교육사
교육과정이론

인간발달과 학습
상담심리학
교육제도론

복수전공 
관련과목

교직복수전공을
필수로 권장

평생교육, 기업체 
연수 관련 전문가

교육학입문
평생교육론
교육제도론

기업교육론
교육공학
원격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인적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산업복지론
여성교육개론
경영학원론
환경교육론
직업과 윤리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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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2007 교육과정이론 Curriculum Theory

교육과정 이론과 실천에 관련된 핵심주제와 교육과정 연구 방법을 탐구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교육현장에
서 교육과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대안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안하고 전개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DU2008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예. 발달심리, 학습심리, 지각심리, 인지심리, 성격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이 
교육장면에서 학습자와 학습과정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리를 이해함으
로써 미래의 교육자로서 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다지도록 한다. 

EDU2009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of Guidance

중등학교에 있어서 생활지도의 의의, 이론적 배경 및 생활지도의 방법을 알아본다. 특히 학업, 진로, 비행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제 생활지도 사례에 대한 연구와 지도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생활지도 실시자로
서의 실질적인 능력을 함양할 것이다.

EDU2010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교육사회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익히고, 기존 이론들을 비교 검토한 후  교육의 사회화과정, 교육과 
사회계층, 교육과 문화 등 교육과 사회와의 상호영향관계를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EDU2011 교육통계 Educational Statistics

이 강좌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의 실천 및 연구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적 분석에 요구되는 기본적 
개념과 방법들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통계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데에도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통계적 질문 및 답과 통계적 질문 
및 답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자료를 분석해봄으로써 자료의 통계적 제시방법과 
집단비교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이해가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 붙박여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기술통계 기법과 단순한 집단비교를 위한 추리통계 기법이다.

EDU2012 사고와 표현 Thinking and Writing

다양한 글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며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나아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논제를 제시하는 연습을 한다.  

EDU4001 가치교육론 Axiology and Education

도덕성, 가치,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다룬다. 가치 철학적, 사회적,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위
에서 도덕교육 접근들을 비교, 비판적으로 다룬다.

EDU4003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교수-학습과정에서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 학습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서 구체적으로는 교수설계, 교수-학습의 조직, 교수-학습매체에 대하여 논하고 아울러 교사교육, 평생교
육의 측면에서도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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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4004 교육과문화 Education and Culture

문화의 교육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문화과정으로서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각기 다른 문화내에
서 행하여지는 교육현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비형식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까지를 
포함하여 다룬다.

EDU4005 교육연구법 Educational Research

교육에 관한 여러 방법을 이해하고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제적 기술의 습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며, 문헌연구, 질문지법, 심리검사법, 관찰법, 실험법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EDU4006 교육제도론 Practice and The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이론과 규범적 지식을 터득하고 교육제도의 구축과정에 대한 비교 문화적 이해를 도모한다.

EDU4007 교육측정및평가 Education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이 강좌는 교육의 전체적 전개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험이나 검사, 그리고 평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자격 인정 등의 활동들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는가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을 설명하는 이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이론들은 
어떤 실천적 의의를 지니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미비되었는가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주된 내용은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 학생평가의 방법, 심리검사이론 등이다.

EDU4012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과 상담자, 상담 과정에 대한 이해, 
주요 상담 이론 및 심리치료기법, 상담과정의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과 의사전달기술의 훈련을 통해서 
상담전문가로서 기본 자질을 기른다.

EDU4015 서양교육사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서양교육의 역사를 문화사회적 배경, 교육제도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의 실천사적 측면과 각 시대마다 
나타난 교육사상의 측면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EDU4016 수업이론 Theory of Instruction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동시에 계획하고 조작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사의 교육목적, 교수방법, 교수기술, 
평가방법 등이 교사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습효율의 측면에서도 연구한다.

EDU4017 영성 교육론 Holy Education

영성교육론은 환원주의, 분석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로 표방되고 있는 기존의 근대 교육의 패러다임에 
내재된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육의 핵심적 본질로서의 초월적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성교
육론에서는 기존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사회의 공동적 신앙으로서 초월적 종교성에 귀의하
고, 이를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핵심으로 삼아 교육론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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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4018 원격교육론 Distance Education

정보화 및 세계화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원격교육은 평생교육
의 주요양상임을 이해한다.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 유형은 각각 어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며, 
교육의 효과 증진 및 교육적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숙고하는 기회를 가진다.

EDU4019 인간발달과학습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이 과목은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의 소개 및 이의 교육적 
의의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의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인간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설정된 교육심리학을 선수했다는 전제 아래,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학습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이론이 있으며, 각 이론의 기본 가정과 핵심적 개념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핵심주제는 인지발달 및 인성발달 이론, 인지학습 이론 및 행동주의 학습이론 등이다.

EDU4020 특수교육론 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의 개념 및 일반교육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특수아동의 정의 및 장애영역에 따른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EDU4022 동양교육의이해 Introduction to Eastern Education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기반인 전통적 교육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교
와 불교의 교육고전을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한문의 독해능력도 
길러 동양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 시대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기반인 전통적 교육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교와 불교의 교육고전을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
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한문의 독해능력도 길러 동양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 시대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

EDU4023 교육경영론 Educational Management

교육활동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이론과 규범적 지식 및 교육경영의 제 측면(조직, 인사, 교육과정, 생활지
도, 학급, 문서, 시설 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EDU4024 기업교육론 Corporate Education

본 강좌는 기업조직에서의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주요 이론 및 연구경향 등을 탐구하고 
기업의 인적자원교육을 위한 요구분석, 학습개발 및 평가에 이르는 제반 교육프로세스를 연구한다. 리더십
개발과 조직변화를 위한 기업내 학습의 역할에 강조점이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구체화시킨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EDU4025 평생교육경영론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현대의 평생교육 시장은 급격한 확장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은 교육시장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잘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전략적인 결정과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강좌는 평생교육기관 
경영에 필요한 경영전략, 리더십, 인사관리, 재정관리, 마케팅 등의 주요주제들을 다룬다. 특히 평생교육기
관의 특성을 살린 경영원칙과 철학, 비전 설정, 계획 수립, 기관운영 혁신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분석하며 실제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경영지식 및 
기본과제에 대한 실행능력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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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4026 인적자원개발론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등을 다룬다. 현재 인적자원개발의 최근 동향 및 주요이슈 등을 살피고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조직향상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의 활용 범위와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EDU4027 특수아행동지도 Behavior management for exceptional children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 행동 형성의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하고, 특수아동 행동 문제의 
유형 및 원인과 이를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모색한다. 

EDU4028 통합교육론 Introduction to Inclusive Education

통합교육의 개념 및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일반학교내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 및 교수적 수정을 통한 
일반교육과정에의 접근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수 방법 및 전략에 대해 탐색함으로
써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기른다. 

EDU4029 교육학교육론
Teaching theory of Education as a Subject
matter in Secondary level 

이 과목은 중등교과목으로서 교육학의 교과목으로서의 위상과 교육과정 기본 구성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이다.

EDU4030 교육학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in Education
as a Subject matter in Secondary level

이 과목은 교육학을 가르치는 중등교사의 교재연구와 지도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실제
적인 차원에서 교육학 지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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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국어교육과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지

식･문학을 교육할 수 있고, 국어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 형성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

한 교수･학습을 목표로 한다.

국어교육의 21세기는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창

의적인 인간을 요청하고 있다. 즉 21세기는 단순히 

세기의 변환이 아니라 밀레니엄(millennium)적 변

환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은 ① 목표 

차원에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
본 교육의 충실, ② 내용 차원에서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③ 운영 

차원에서 학습자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

자 중심의 교육 실천, ④ 제도 차원에서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그리고 

⑤ 연구 차원에서 교수･학습과 심도 있게 연계된 적

절한 평가 방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시행 능력과 

교육 심리학적 전문가 양성 등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보사회 및 지식사회로 표현하는 21세기에 세계 속

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신교육 체제의 수립

이라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어교육학은 종래의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수 방법

으로부터 탈피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매체 이용 

학습법과 학습자 중심의 토론 학습방법으로 발전해 가

고 있다. 국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Computer 

Technology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

되었다. 특히 국어교육을 위한 WBI(Web-Based 

Instruction), CAI (Computer-aided instruction), 

CNA(Communication Network Architecture),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L(Computer Aided Learning), 

CBT(Computer Based Training) 등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새롭게 발달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화상 교육, Computer Exploration, 

Simulation, Jigsaw Cooperated Learning, Mapping 

Construction, Discovery Learning 등 수없이 많

은 새로운 교수법 및 학습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국어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중등학교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을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유

능한 중등학교 국어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교육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어교육

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구비해야 할 심화된 교과지식

을 습득하는 동시에 국어국문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소정의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유능한 국어국문학 연구자 및 국어

교육학 연구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 강단 등에서 

교수나 학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국어교육의 주요한 한 갈래인 문학 영역의 학습을 

통해 풍부한 문학적 교양과 창작적 소양 및 작가적 

기량을 연마하여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전문 작가로서 문필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의 리포터나 구성작가, 

카피라이터 등 특정적인 언어기능을 발휘하는 전문

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국어교과와 관련한 

지식을 구비함으로써 국어전문학원과 보습학원 등

의 국어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전문학습지

국어교육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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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재 개발과 편집자로 활동할 수도 있을 뿐 아니

라 여러 사회교육센터 등에서 논술, 독서, 창작, 화

술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개

발된 국어교육학 내지 국어국문학의 자질과 소양에 

따라 신문･방송･출판매체의 기자 및 편집인 등 언론

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복수전공 이수

를 통한 외국어나 연극영상학 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구비하면 번역 및 통역, 연극영화의 

연출 ․ 연기 등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국어교육학은 국어국문학의 하위 영역에서 벗어나 

전문 학문 영역으로서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 

여러 대학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개설 운영됨으로

써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어국문학 영역의 전문지

식의 기반 위에 교과교육학으로서의 국어교육학의 

전문 영역에 관한 연구가 가세해서 전문 학문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졸업 후 진로

중등학교 교사

교육행정전문가

전문연구원 학자

사회교육센터 및 사설학원 전문 교육자

언론인 및 출판사 편집인

 교수소개

한 용 환

전 공 분 야 국문학

세부연구분야 현대문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문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예창작지도론 문예비평교육론 문학교육론 현대문학교육자료강독

대 표 저 서

소설의 이해

한국소설론의 반성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대 표 논 문

도구의 학문에서 본질의 학문으로 

텍스트의 유형과 서사물의 독서

심미적 이상과 도덕적 이념

최 순 열

전 공 분 야 국어교육론, 작문교육론

세부연구분야 문학교육, 작문교육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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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숙

전 공 분 야 국어학, 국어교육

세부연구분야 문법교육론, 사회언어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전공) 국어교육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국어교육과(전공) 국어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전공) 국어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현대문법교육론 화법교육론

대 표 저 서

현대국어의 사회적 모습과 쓰임(월인)

우리 말글 교육의 모습과 쓰임(월인)

모도리가 떠나는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여행(월인)

대 표 논 문

｢간판 매체 언어의 음운 분석으로 본 사회언어학적 특성-한국 명동과 연변 서시장의 간판 매체 언어의 비교를 
통해서｣,《새국어교육》 제6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04

｢간판 매체 어휘의 분석으로 본 언어문화적 차별성과 동질성｣, 《이중언어학》, 2005, 06

｢사회방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35호, 2009, 08

고 재 석

전 공 분 야 현대문학교육론

세부연구분야 현대시교육, 문학사교육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현대문학의 이론과 전개 문학과 문화교육론 한국현대시론

대 표 저 서

한국 근대문학지성사

일본 현대문학사

숨어있는 황금의 꽃

대 표 논 문

한용운과 그의 시대 1,2,3

백화 양건식 연구

불교설화의 서사구조와 신비체험

김 승 호

전 공 분 야 국문학, 고전문학교육론

세부연구분야 고전산문, 한문소설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고전문학의 기초 고전산문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구비문학교육론

대 표 저 서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

경일의 삶과 문학세계의 이해

대 표 논 문

불교적 영웅고

변강쇠가에 나타난 반열녀담론 성향

의상설화의 형성과 변이양상

윤 재 웅

전 공 분 야 현대문학교육

세부연구분야 독서교육론, 문예창작지도론, 작문교육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문예창작지도론 현대소설과 소설교육론

대 표 저 서

미당서정주(태학사, 1998) 

문학비평의 규범과 탈규범(새미, 1998)

판게아의 지도(민미디어, 2002)

대 표 논 문

에코뮤지엄으로서의 미당시문학관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6집, 2009,7

서정주 번역 석전 박헌영 한시집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32집, 2007, 6

서정주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집,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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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학기 비  고

KLE2002 국어학과국어교육의기초 3 3 기초 학사 1~2년 2 필수

KLE2005 현대시와시교육 3 3 기초 학사 1~2년 1

KLE2010 작문교육론 3 3 기초 학사 1~2년 1

KLE2019 현대소설과소설교육 3 3 기초 학사 1~2년 2 필수

KLE2022 현대문학교육의 기초 3 3 기초 학사 1~2년 1

KLE2023 현대문법교육론 3 3 기초 학사 1~2년 1 필수

KLE2024 고전문학교육의 기초 3 3 기초 학사 1~2년 1 필수

KLE2025 구비문학교육론 3 3 기초 학사 1~2년 2

KLE2027 매체언어교육론 3 3 기초 학사 1~2년 2

KLE4004 한국현대문학의전개 3 3 전문 학사 3~4년 1 필수

KLE4009 문예창작지도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KLE4011 멘토프로그램 1 1 전문 학사 3~4년 1

KLE4015 표준어와정서법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17 문학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22 화법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KLE4031 현대문학교육자료강독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34 문학과문화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35 고전소설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KLE4036 고전시가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KLE4037 국어수업연습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38 문예비평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KLE4039 독서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KLE4040 고전산문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41 의미와 화용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42 국어과 논술 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44 중세국어문법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45 국어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KLE4046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 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국어교사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현대문법교육론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

현대시와 시교육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매체언어교육론
화법교육론
문학교육론

현대문학교육자료강독
국어수업연습

문학과 문화교육론
표준어와 정서법

교육학입문
교육과정이론

교육측정 및 평가
인간발달과 학습

독서 지도사, 한국어 
교육원 연구원 등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현대문법교육론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

현대시와 시교육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매체언어교육론
화법교육론
문학교육론

현대문학교육자료 강독
국어수업연습

문학과 문화교육론

교육학입문
교육과정이론

교육측정 및 평가
인간발달과 학습

현대시 이론 및 강독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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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언론 기자 및 문예 작가, 
공연예술가, 문화운동 

전문가

현대문학교육의 기초
고전문학교육의 기초

한국현대문학의 전개
문예비평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고전소설교육론
표준어와 정서법
문학과 문화교육론

문예창작입문
TV드라마입문

현대시 이론 및 강독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복수전공트랙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현대문법교육론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

현대시와 시교육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현대문학교육의 기초
고전문학교육의 기초

매체언어교육론
화법교육론
문학교육론

현대문학교육자료강독
국어수업연습

문학과 문화교육론
표준어와 정서법

한국현대문학의 전개
문예비평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고전소설교육론

현대시강독
해방후문학과비평

국어의역사
훈민정음의이해
서사문화론
고전시가론
고전소설론
현대문학사

국어어휘와표현
중세국어문법의이해
구술문학의세계
국어학논문강독

한국불교문학․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복수전공자의 소속학과와 
관련된 국어교육과 
전공수업 수강 권장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국어국문학과 개설 전체 전공 과목 지정 및 인정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국어국문학과 KOR2031 현대문학입문 3

국어국문학과 KOR2032 국어학의이해 3

국어국문학과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국어국문학과 KOR2034 국문학개론 3

국어국문학과 KOR2035 고전시가강독 3

국어국문학과 KOR2036 고전산문강독 3

국어국문학과 KOR2037 현대소설강독 3

국어국문학과 KOR2038 문학연구방법 3

국어국문학과 KOR2039 국어음운과표준발음 3

국어국문학과 KOR2040 한문학강독 3

국어국문학과 KOR2041 현대소설론 3

국어국문학과 KOR2042 현대시론 3

국어국문학과 KOR2043 국어사자료강독 3

국어국문학과 KOR2044 국어단어와문장 3

국어국문학과 KOR2046 국어국문학진로특강 2

국어국문학과 KOR4059 고전문학사 3

국어국문학과 KOR4060 한문과고전문학 3

국어국문학과 KOR4061 현대시강독 3

국어국문학과 KOR4062 해방후문학과비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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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국어국문학과 KOR4063 국어의역사 3

국어국문학과 KOR4064 훈민정음의이해 3

국어국문학과 KOR4065 서사문화론 3

국어국문학과 KOR4066 고전시가론 3

국어국문학과 KOR4067 고전소설론 3

국어국문학과 KOR4068 현대문학사 3

국어국문학과 KOR4069 국어어휘와표현 3

국어국문학과 KOR4070 중세국어문법의이해 3

국어국문학과 KOR4071 구술문학의세계 3

국어국문학과 KOR4072 국어학논문강독 3

국어국문학과 KOR4073 한국불교문학․문화론 3

국어국문학과 KOR4074 한국현대문화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38 ) 학점

 교과목 해설

KLE2022 현대문학 교육의 기초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Education

현대 문학이 문학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특성,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교육을 위한 학문적 소양을 쌓는다.

KLE2002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and Korean 
Education

언어학의 보편적․일반적 이론과 더불어 표현 전달의 도구인 국어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의 기본 개념과 일반 이론을 습득하고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를 
연구는 기반을 만든다.

KLE2005 현대시와 시교육 Modern Poetry and Poetry Education

문학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 단원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을 목표로 
국내외 현대시를 두루 섭렵하여 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LE2023 현대문법교육론 Theory of Korean Grammar Education

학습자의 언어 활동을 바르고 알맞게 하기 위해서 언어 요소의 체계적인 현대 문법 지식을 알고 지도할 
수 있는 국어교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KLE2024 고전문학 교육의 기초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Education

고전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
록 한다. 국문학의 범위, 갈래, 역사 등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문학교육의 실제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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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2010 작문교육론 Theory of Teaching Writing

언어 사용의 네 가지 국면 중의 하나인 ‘쓰기’의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쓰기 
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KLE4044 중세국어문법교육론 Middle Korean grammar education

학습자의 언어활동을 바르고 알맞게 하기 위해서 통시적 관점에서 언어 요소의 체계적인 문법 지식사를 
알고 지도할 수 있는 국어교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문법교육론>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진다.

KLE2019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Modern Novel and Novel Education

현대소설의 학문적 연구에 선행되는 과제, 즉 개별 작품의 세밀한 강독을 통해서 소설의 본질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도록 한다. 특정한 이론적 도식에 기대여 소설작품을 분석하기보다는 독서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소설에 접근한다. 

KLE2025 구비문학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Oral Literature

한국문학에 있어서 구비문학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다. 구비문학의 역사에 나타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학적 전통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학사 연구의 기반을 
다져 효과적인 교수 학습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KLE4004 한국현대문학의 전개 Development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17, 8세기부터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중세문학의 해체 과정 및 현대문학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리고 문학사의 근본문제에 
관한 이론적 인식의 증진을 대상으로 삼는다.

KLE4036 고전시가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Classical Poems and Songs

우리의 문화 유산 가운데서 시가의 형식을 갖춘 대표적인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함으로써 고전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얻는다. 고전시가의 심미적 특질과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을 기르고 이를 
교수 학습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KLE4035 고전소설교육론 Principles of Classical Korean Fiction Education

우리의 문화 유산 가운데서 소설의 형식을 갖춘 대표적인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함으로써 고전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얻는다. 고전시가의 심미적 특질과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을 기르고 이를 
교수 학습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KLE4039 독서교육론 Theory of Teaching Reading

독서 현상과 독서 방법론의 이해 등을 증진하고, 독서 동기의 효과적인 자극을 통해 독서 능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KLE4009 문예창작지도론 Theory of Literary Writing

문예창작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실제 창작 경험을 통해 기법의 숙련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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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4009 문예창작지도론 Theory of Literary Writing

문예창작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실제 창작 경험을 통해 기법의 숙련을 도모한다. 

KLE4038 문예비평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Literature Criticism

문예비평이란 문학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까지 발전된 문예비평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문학작품의 해석과 평가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KLE4022 화법교육론 Theory of Narration Education

언어적 의사 소통의 기본 구조인 말하고 듣는 능력을 신장하고,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
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음성 언어로서의 
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과 그 자질을 파악하고, 국어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어 표준 발음의 교육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바르고 명확한 음성 언어를 구사함과 동시에 국어 교사로서 
자신있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소통 능력을 기르고, 국어과의 한 영역인 화법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KLE4017 문학교육론 Theory of Literature Teachers

문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문학 일반과 한국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한
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의 이해와 미적 감수성․상상력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문학단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재연구의 방법과 그 지도법을 터득하고, 나아가 문학의 이해와 
감상, 창작의 지도방법을 익힌다.

KLE4015 표준어와 정서법 Standard Language and Orthography Methods

한국어의 맞춤법과 표준어를 바로 알고 익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에 대해 정확한 표현과 이해를 
통해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KLE4040 고전산문교육론 Theory in Teaching Classical Prose

우리의 문학적 유산 가운데서 산문의 형식을 갖춘 대표적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함으로써 고전문학에 
대한 충실한 이해력을 기른다.

KLE2027 매체언어교육론 Theory of Media Language For Teachers

국어 정보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행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매스미디어․신문․TV․웹(WWW)을 이용한 
국어교육 및 컴퓨터를 이용한 한국어 쓰임을 연구한다. 이른바 ‘제 3의 물결’인 매체 언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연구한다. 

KLE4031 현대문학 교육자료 강독 Readings in World Literature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국어 교과서를 기본으로 국문학 교육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자
료 구성에 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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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4041 의미와 화용교육론 Meaning and Theory in Teaching Pragmatism

언어의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한 경험적인 접근을 통해, 어휘․문장․담화상의 의미를 익힌다. 의미 
변화나 화용론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언어 표현과 개념의 관계를 이해하여 정확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화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KLE4034 문학과 문화교육론 Theory of Literature and Culture Education

국어교과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문화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화된 성찰을 경험함으로써, 문화
적 수양을 갖춘 국어교사를 지향한다.

KLE4037 국어수업연습 Practice of Korean Language Clas

국어교육의 각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을 연마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연습을 통해 국어 교과 교육의 
기량을 향상시킨다.

KLE4043 멘토프로그램 Mentoring Program

국어교육의 각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을 연마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연습을 통해 국어 교과 교육의 
기량을 향상시킨다.

KLE4045 국어교육론 Korean Language Education Discourse

국어교육의 기초 담론으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국어 사용 영역, 문학 영역, 문법 영역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탐구를 위한 과목이다.

KLE4046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Study
and Instruction Methods

국어과 교재의 개념, 특성, 종류를 알고 이를 실제 국어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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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는 국가의 교원 양성 정책을 기

초로 하여 바람직한 인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

적인 중등 역사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그 교육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본 과는 중등 역사 교사 양성이라는 1차

적 교육목표 이외에도 장래 중등 교육의 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중등교육 전문가 및 역사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부차적인 교육 목표로 삼는다.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국사를 포함하는 세

계사의 발전 과정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학습함으

로써 역사에 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기초적인 역사학 이론 

및 한국사와 세계사의 구체적 지식을 학습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전문 지식을 역사 교육학적 내용과 상

호 연계시킴으로써 장래 역사 교육에 관한 훌륭한 교

사 및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할 것이다.

역사교육과의 전공은 크게 나누어 기초 교육과정(2

학년 전공)과 전문 교육과정(3,4학년 전공)으로 나

눌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역사이론, 역사교육

론 및 교육방법론, 지역사(한국사, 아시아사, 유럽

사 및 제 3세계사)로 분류된다. 각각의 지역사를 다

시 시대순으로 세분하면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교과 내용들은 다시 일반 

교육학의 제이론들과 결합됨으로써 장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들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 과가 개설한 교과 내용들 중 특성화한 것은 

현재 중등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통합 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을 일부 개설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과 교사 양성을 위한 지리교육과와의 통합 교과

목의 운영은 대표적이라 하겠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역사의 의미와 성격, 효율성, 연구방법, 설

명방법, 역사의 과학성과 문학성, 역사관의 유형, 역

사 연구의 경향 등에 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하고, 

이러한 견해들을 역사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를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은 새로운 역사학의 등장과 관련 하

에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0세기 이후 역

사학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전의 이야기체나 사건 중

심의 역사학에서 사회과학적 역사 연구와 역사 서술

을 특징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사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

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를 연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신사학, 프랑스 아날학파, 영국의 내

이머, 독일의 사회구조사학의 등장으로 개별적인 사

건보다는 그것들과 연결된 과정, 구조를 밝히는데 중

점을 두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사회과학적 방법

을 도입한 새로운 역사연구와 서술이 등장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근대적 경제 성장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식이나 대형 전쟁 등으로 인한 인간성

의 상실로 포스트 모던적 역사 인식과 이에 따른 역

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문화적 현상이 역사적 의

역사교육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Hist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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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해석함으로서 문화가 역사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고 있고, 역사 연구에서 작은 생활 모습에 대한 

미시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일상 생활사가 그 연

구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역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문화

사, 신사회사, 일상생활사의 연구 경향에 따라 거창

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역사적 

사건이 역사 교육의 소재가 되어야 하고 미시사, 일

상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 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중사에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이르러 역사학의 연구 동향과 더불어 역사교

육학도 독립된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로 역사교육의 

심리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역

사 의식이나 역사적 사고력의 발달 단계를 주체적으

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사교육적 접근을 바

탕으로 하여 역사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선정과 조

직,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 전체적인 과정의 주제

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역사 교육은 과거 생활의 기록인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재 위치와 당면 과제가 무엇이며, 미

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미래 세계의 변화에 좀 

더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 후 진로

1. 중등학교 국사 및 세계사 교사 - 사립학교 채용 

및 국가 임용고사를 통한 공립학교 진출

2. 대학원(일반, 교육대학원 포함) 수료 후 대학 및 

유관 연구 기관으로의 진출

   - 사립 박물관, 연구 기관 및 국가 운영 역사 연구 기관

3. 소정의 국가 시험 통과 후 교육 행정직 및 역사 

업무 관련 공무원 임용

4. 다양한 역사 지식의 응용화를 통한 언론․출판 및 

방송계로의 진출

 교수소개

정 태 섭

전 공 분 야 동양사

세부연구분야 명청사상사(예학전공)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京都대학 문학연구과 동양사학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京都대학 문학연구과 동양사학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아시아고중세사 동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동아시아근현대사 아시아사교육자료강독

대 표 저 서

일본의 중국사 논쟁(번역, 1996)

동양의 역사와 문화(공저, 1998)

연행사와 통신사(번역, 2008)

대 표 논 문

｢대예의(大禮議)의 전예론 분석｣, 동국사학24, 1990
｢청초(淸初)의 토지공유제론｣, 명청사연구2, 1993
｢霞谷 鄭齊斗의 경세론｣, 중앙사론28, 2008

강 택 구

전 공 분 야 서양근현대사

세부연구분야 서양사교육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Eastern Washington univ. Department of History  M.A.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서양사입문 서양근대이행기의 역사 서양근현대사 서양사교육자료강독

대 표 저 서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공저, 2008) 

대 표 논 문

｢미국 팽창주의 사상의 이념적 계승-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동국사학37, 2002
｢세계사 교육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언-중･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동국역사교육7･8, 1999 
｢19세기 말 미국 반제국주의 운동의 유형적 분석 '반제국주의 동맹'의 사례｣, 동국사학4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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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 호

전 공 분 야 한국근현대사

세부연구분야 한국근대 정치ㆍ외교 및 개혁운동사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학과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림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근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국사교육론 역사학개론

대 표 저 서

친미개화파연구(1998)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2003)
한국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2009)

대 표 논 문

｢개항기 일본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학보21, 2005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박영효 태극기’ 1882)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1884)의 원형 발견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31, 2008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
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9, 2008

윤 선 태

전 공 분 야 한국고대사

세부연구분야 고대동아시아사 관계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전근대사Ⅰ:고대사 한국대외관계사 국사교육세미나 역사교육자료특강

대 표 저 서

한국고대중세고문서 연구(공저, 2000)

삼국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공저, 2005)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2007)

대 표 논 문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108, 2000
｢百濟의 文書行政과 木簡｣, 한국고대사연구｣48, 2007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29, 2007

황 인 규

전 공 분 야 한국중세사 및 문화사상사

세부연구분야 한국중세 불교교육 문화사상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사교육과(전공)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한국중세사 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한국중세사 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역사교육자료탐구 국사교육자료강독 한국전근대사2 한국문화사상사

대 표 저 서

무학대사연구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1999)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2003)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2005)

대 표 논 문

｢고려말 이성계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2001. 

｢고려유생의 하과와 사찰독서｣, 종교교육학연구 22,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6

｢고려시대 유생의 서재와 그 문화｣, 한국교육사학 28-2, 한국교육사학회, 2006.10.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HIE2001 역사학개론 3 3 기초 학사1년 1 석사선수

HIE2002 역사교육자료탐구 3 3 기초 학사1년 2

HIE2012 한국전근대사Ⅰ: 고대사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HIE2004 국사교육자료강독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HIE2005 서양고전봉건시대사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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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HIE2006 동아시아고중세사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HIE2013 한국전근대사Ⅱ:중세사 3 3 기초 학사2-3년 2 석사선수

HIE2008 한국대외관계사 3 3 기초 학사2-3년 2

HIE2009 서양근대이행기의역사 3 3 기초 학사2-3년 2

HIE2010 서양사교육자료강독 3 3 기초 학사2-3년 2

HIE2014 동아시아 근세세계의성립 3 3 기초 학사2-3년 2 석사선수

HIE2017 서양사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1

HIE2018 동양사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2

HIE4017 한국근현대사 3 3 전문 학사3-4년 1 석사선수

HIE4002 한국문화사상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E4003 역사교육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04 서양근현대사 3 3 전문 학사3-4년 1 석사선수

HIE4005 서양사교육교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16 동아시아근현대사 3 3 전문 학사3-4년 1 석사선수

HIE4007 동아시아문물교류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E4009 역사 논리 및 논술 3 2 1 전문 학사3-4년 1

HIE4010 국사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11 한국사회경제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12 국사교육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1

HIE4015 아시아사교육자료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18 현대세계와한국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20 역사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HIE4021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과목 비  고

중등학교
역사교사

역사학개론
한국고대사회의이해
한국중세사회의이해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근현대사
서양근대이행기의역사

서양근현대사
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아시아현대의문화와역사

역사교육현장탐구
역사 논리 및 논술

각국사교육사l료강독
한국대외관계사
한국문화사상사
한국사회경제사
각국사교육론

각국사교육세미나
교육실습

교직복수전공
권장

대학원진학

역사학개론
한국고대사회의이해
한국중세사회의이해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근현대사
서양근대이행기의역사

서양근현대사
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아시아현대의문화와역사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심화전공 선택

교육행정직 
& 

역사업무관련
공무원

역사학개론
한국고대사회의이해
한국중세사회의이해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근현대사
서양근대이행기의역사

서양근현대사
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아시아현대의문화와역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조직관리론
행정철학
교육제도론
산업교육론
상담심리학

복수전공 
권장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사학과 개설 전체 전공 과목 지정 및 인정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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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HIE2001 역사학개론 Introduction  to History

역사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사학의 개념･사고연구방법및사학이론의발달등을중심으로역사학의  기초
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HIE2002 역사교육자료탐구
Researching of Educational Documents & Infor. 
for History Education

역사와역사교육에있어서기초적인역사용어,왕실세계표,연표,역사사전,영상및인터넷자료등기본적인역
사자료에대한소양교육을시킨다. 나아가  역사교육에 중요한 자료를 선정하되, 현행 중･고교의 교과서에  
인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학습시킨다. 즉 역사와 역사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인 
정사류, 문집류, 금석문류, 사지류, 지리지 및 지도, 군지류, 지역사 및 향토사 자료(군지류),야사 및 설화
류, 유물･유적 및 문화재 등에 대한 사적해제를 가르치고 사학사적인 흐름을 파악시켜 역사교육에 있어서 
심화학습을 유도토록 한다.

HIE2004 국사교육자료강독 Reading  in Sources of Korean History-Education

한국사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고 현행 중･고등학교용 국사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역사사료문
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빈번히 등장하는 사료를  선정한다. 그런 후 한문원전자료를 강독하고 번역된 
사료들 가운데 가치 있는 사료들을 접하게 하여 국사학도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예비  국사교사로
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중심의 맹목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역사연구방법
을 체득케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함양토록 한다.

HIE2005 서양고전봉건시대사 Western History from Classic to Feudal Society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역사적 성립과 중세 봉건사회의 성쇠과정을 강의함으로써, 서양 역사의 2대 
흐름인 휴머니즘적 전통 및 크리스트교적 전통의 역사적  성립을 이해한다.

HIE2006 동아시아고중세사 Ancient-Medieval  History of East Asia

한자문화를  공유한 동아시아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고찰한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이자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최대의 문명국인 중국 문화의 특질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의 각 왕조(秦･漢･隋･唐)와 
동아시아제국이 정치, 문화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전해 나갔으며  동아시아세계라는 공간적 
질서를 만들었는가를 탐구한다.

HIE2008 한국대외관계사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전근대 한국사에 있어서 대외관계사상 한국사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그 사료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대외 
관계사의 이해를 통하여 세계사상에 있어서 한국사의 위치와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한다.

HIE2009 서양근대이행기의역사
History Between Late Middle and Early Modern 
European Age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그리고 절대주의 시대를 개관함으로써 유럽 사회의 근대 이행과정을 학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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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2010 서양사교육자료강독
Readings in Document of Western History
- Education

유럽  고전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등 세계사 교과서 내용 중 중요한 영문 자료를 선별, 강독함으로써 
미래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

HIE2012 한국전근대사1 : 고대사
Korea Ancient & Medieval HistoryⅠ : 
Ancient History

우리나라의  원시사회로부터 고려 초까지의 시대에 있어 문화의 형성의 흐름 및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강의하여 한국 고대 시기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HIE2013 한국전근대사2 : 중세사
Korea Ancient & Medieval History Ⅱ :
Medieval History

고려 중기부터 조선중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강의하여 한국 중세 시기의 사회생활과 정신문화에 
대하여 학습시킨다. 특히 고려 중기 이후 고려 불교 귀족사회의 변동과 고려후기  신진사류의 등장과 
성리학의 유입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건국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부문의 제도화 정착과정, 숭유억불 시책에 따른 생활문화의 변화과정, 성리학적 유교질서의 정착에 따른 
조선의 유교 선비사회의 실태 등을 다양하게 인식시킨다. 

HIE2014 동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Making of Modern East Asian-Society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의 사이에‘근세’를설정하는시대구분론을기본적으로따른다.그러나전통적인시대사강
의방식에서탈피하고자한다.당시동양과서양의만남을폭넓게다루고적극적으로해석하여진정한세계사서술을모색
한다.근대및근대화중심의역사서술을지양함으로서아시아사회의독자적인‘근세’의의미를 명확히 하고 싶다. 

HIE2017 서양사입문 Introduction to Western History

서양고전시대로부터 근·현대 사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 유기적으로 학습하여 차후 서양 각 시대사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선행 
학습함으로써 시대사 학습의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높이는데 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둔다. 

HIE2018 동양사입문 Introduction to Asian History

동양고대부터 근·현대 사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 유기적으로 학습하여 차후 동양 각 시대사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선행 학습함으로써 
시대사 학습의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높이는데 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둔다. 

HIE4002 한국문화사상사
Historical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 Thoughts

한국사에 있어서 토착신앙, 무속, 세시풍속, 민속, 사찰문화, 서원문화 등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선정하여 
교육시키고 한국역사에 있어서 정신문화를  지배하였던 불교사상, 유교사상, 풍수지리사상, 도참사상, 
정감록 신앙, 미륵신앙 등 중요 사상 및 신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심화학습을 
유도한다. 특히 국사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고유의 토착신앙과 불교의 수용과 성리학의 수용에 
따른 한국의  생활문화의 변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HIE4003 역사교육특강 Special Teachings of History Education

한국사의 중요 쟁점들을 선택하여 심층 분석하여 이를 통해 시대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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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4004 서양근현대사
History of Western During Modern &
Comtemporary Age

시민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시대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양차 대전 및 냉전체제의 성립 그리고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세계사적 흐름을 개관한다.

HIE4005 서양사교육교재론
Methodological  Approach to Western History
Education

중등학교  세계사 교과 내용 중 유럽사에 관계된 내용상의 중요 쟁점들을 시대적으로 선별하여 집중 강의함
으로써 서양사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양시킨다.

HIE4007 동아시아문물교류사
History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 the West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제국의 문물교류의 시대별 특징
과 실태, 그 내용을 살피고 문물의 전파와 수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문화사적인 다양한 
역사적 현상과 특질을 고찰한다.

HIE4009 역사논리 및 논술 Historical Logics & Critical Writings

역사학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내용과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역사적 사고적 논리를 체득하게하
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역사교육도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HIE4010 국사교육론
Methodological Approach to Korean Historical
Education

우리나라의 역사를 교육시켜야 될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교육방법론과 접목시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나아가 그 이론을 습득시키려 한다.

HIE4011 한국사회경제사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Korea

한국사의  동태적인 파악을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을 세계사와 관련시켜 한국사의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다.

HIE4012 국사교육세미나 Seminar in Korean Historical Education

한국사 교육에  필요한 특정부분의 사료를 취사선택하여 이의 분석을 심화하며, 이를 통해 역사교육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예컨대 토지문서 노비문서 전답매매문서 호적문서 분재기 등을 통해 그 시대적 상황 
담고 있는 내용의 구체적 검토 역사서술에의 반영도 등을 이해시킨다.

HIE4015 아시아사교육자료강독
Readings in Document of Asian History
- Education

아시아 지역  제 민족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료 및 자료를 강독한다. 종래의 사료강독
이 문헌의 독해력 제고에 중심이 두어졌던 것과는  달리, 기본적인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가공하
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HIE4016 동아시아근현대사 East Asia Modern & contemporary Society

현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사회에 대해서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아시아 제 민족 문화의 상호 
연관성과 독자성을 이해함으로서, 종래 우리의  교육과정에 없었던 지역사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526

HIE4017 한국근현대사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조선 후기부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근현대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를 심층적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구 열강의 침탈, 일제의 한국 병탐, 조선왕조 
쇠락의 배경, 일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해방 이후 정치․사회 통일 운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HIE4018 현대세계와한국 Contemporary World & Korea

1945년부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현대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HIE4020 역사교육론 Teaching of History

현대사학과 교육사조의 흐름에 바탕을 둔 역사교육을 담당할 역사교사의 역사교육관을 정립하기 위해 교과교
육학적 기초이론과 교수학습방법의 이론 및 기능을 다루어 역사교육에 임할 전문직자로서의 기초를 다진다. 

HIE4021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of History

역사교육에 적용될 교재에 관한 기초이론과 주요교재를 각론하여 역사교육에서 교재의 의의를 이해하는 
한편 역사의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과 현장기능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어 역사교사의 전문직 기반을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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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지리학은 지표공간상에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인문현

상 및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자연과학

과 사회과학의 성격을 겸비한 학문으로서 지리학 전반

에 관한 지식과 이론, 연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고, 야외답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며 이를 바

탕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세계화에 부

응할 수 있는 지리교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21세기의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중등학

교 지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갖는다. 

1.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리학에 대한 전문지

식을 갖는다. 

지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과정에서 인문지

리, 자연지리, 방법론의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 

고르게 습득한다. 

2. 전공관련 교양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하여 교사로

서의 덕목을 갖추도록 한다. 

전공이외에도 사회과(지리)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지구과학 

등의 분야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한다. 

3. 지리교과내용과 지리수업방법론을 균형있게 학

습하도록 한다. 

지리교사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중등학교 지리교

과내용을 분석, 이해하고, 지리수업방법론을 통

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지역지리 학습을 통해 지리적 지식과 지리교육을 

종합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는 지리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지리 학습방법을 

숙달하여 일선교사로 나가서도 학생들에게 자신

이 속한 지역지리학습을 통해 지리적 지식의 종

합화와 향토애, 지역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도록 한다. 

5. 멀티미디어 지리수업교재 개발 및 활용법을 각 

과목에서 심도 있게 학습한다. 

지리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매체인 

사진, 슬라이드, OHP, 실물화상기 등의 사용방

법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각종 프리젠

테이션 제작도구인 파워포인트, 등의 소프트웨

어 활용법을 익히고, 개별적으로 실제수업에 최

적인 수업교재 개발을 통해 보다 선진화되고 효

과적인 수업방법 창출을 도모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지리학 방법론으로서 GIS를 적극 활용하며, 타 학문과

의 연계 연구를 통해서 사회교육 및 발전에 기여한다.

 졸업 후 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리교사 양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관련 직종으로 진출한다.

지리교육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Geograph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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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김 주 환

전 공 분 야 지형학

세부연구분야 지형학, 지질학, 지도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구조지형학 기후지형학 지도의 이해 사진지리학

대 표 저 서

구조지형학, 기후지형학, Q&A,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사진지리학(1), 사진지리학(2), 사진지리학(3), 훈민사, 2007

지도학, 대학교재출판사, 1982

대 표 논 문

한국동남지대의 지질구조와 지형발달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백두산의 지질과 지형, 국토지리학회지, 19, 1992

화엄사 부근의 지형과 지질, 국토지리학회지, 36(2), 2002

이 혜 은

전 공 분 야 역사․문화지리

세부연구분야 역사지리, 문화지리, 문화유산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지리학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지리학전공)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간 주립대학교 지리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과거경관의 이해 삶과문화 정치지리

대 표 저 서

지명에 나타난 지역문화,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2008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칼 사우어의 문화지리, 현대공간이론의 사상가들, 국토연구원, 2005

대 표 논 문

도시내 녹지공간의 창조와 활용 :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2009 

1882년의 울릉도 지리환경, 문화역사지리, 21(2), 2009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Ⅳ), 역사와 문화, 봄호

권 동 희

전 공 분 야 자연지리

세부연구분야 기후지형학, GIS, 환경지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회교육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자연지리 한국지리 GIS 지리조사방법

대 표 저 서

한국지리이야기, 한울아카데미, 2008

한국의지형, 한울아카데미, 2006

지형도읽기, 한울아카데미, 2007

대 표 논 문

한국의 응용지형학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지형학회지, 16(3), 2009

전국자연환경(지형)조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자료 개발, 한국지형학회지, 16(4), 2009

구례 산수유꽃축제의 지리학,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8(1), 2008

안 재 섭

전 공 분 야 도시지리

세부연구분야 도시지리, 사회지리, 지역지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육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육학박사

담 당 과 목 인문지리 도시지리 사회공간읽기

대 표 저 서

현대 인문지리, 공저, 2001

Urbanization, East Asia and Habitat II, 공저, 2002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성, 공저, 2005

대 표 논 문

서울시 거주 중국 조선족의 사회․공간적 연결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2009

울산광역시 도시환경의 변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2009

러시아 연해주 국경도시 하산(Khasan)의 발달과 기능, 국토지리학회지, 제40권 4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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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철

전 공 분 야 경제지리

세부연구분야 경제지리, 지역개발, 과학기술정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ussex 지리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ussex 지리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경제지리 세계화와 지역문제 세계인의 삶 인구와 경제활동

대 표 저 서

공간이론:석학과의 대화, 한울, 2004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성,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A research on the Innovation promoting Policy for SMEs in APEC, APEC, 2006

대 표 논 문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 하의 해외 투자 기업 혁신 네트워크와 공간 특성 분석: 중국 상하이 한국 투자 기업 
사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2009

제도적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대 중국 한국 섬유, 의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3(4), 2009

공간 경제 전환의 이론화 : 체제전환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 2008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GEO2001 자연지리 3 3 기초 학사 1년 1

GEO2002 인문지리 3 3 기초 학사 1년 2

GEO2005 세계인의 삶 3 3 기초 학사2~3년 1

GEO2006 인구와 경제활동 3 3 기초 학사2~3년 2

GEO2010 삶과 문화 3 3 기초 학사2~3년 1

GEO2011 지리조사방법 3 3 기초 학사2~3년 1

GEO2015 구조지형학 3 3 기초 학사2~3년 1

GEO2016 도시지리 3 3 기초 학사2~3년 1

GEO2020 기후지형학 3 3 기초 학사2~3년 2

GEO2021 과거경관의 이해 3 3 기초 학사2~3년 2

GEO2022 동부아시아의 이해 3 3 기초 학사2~3년 2

GEO2026 한국지리 3 3 기초 학사2~3년 2

GEO4001 경제지리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06 GIS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08 정치지리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17 환경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19 세계화와 지역문제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21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23 지리사상사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29 사회공간읽기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41 기상과 기후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47 지도학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48 사진지리학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49 지리교과논리및논술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50 전통마을의 이해 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51 지리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52 지리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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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과목 비 고

지리교사

자연지리
인문지리
삶과 문화

지리조사방법
구조지형학
도시지리

세계인의 삶
기후지형학

과거경관의 이해
동부아시아의 이해

한국지리
인구와 경제활동

지도의 이해
GIS

사진지리
경제지리
정치지리

사회공간읽기
지리교과 논리 및 논술

환경지리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지리사상사
기상과 기후

전통마을의 이해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생활지도
지리교육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 해설

GEO2001 자연지리 Physical Geography

자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후, 토양, 식생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자연지리학의 기본개념과 
구조를 이해시킨다. 

GEO2002 인문지리 Human Geography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이룩된 인문현상 즉 경제, 거주 공간, 역사, 활동주체로서의 인구집단 등의 지리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GEO2005 세계인의 삶 World People's Life

세계 각 지역의 분포되어 있는 언어, 종교, 민족, 관습 등의 제반 인간 활동 양식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GEO2006 인구와 경제활동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인구의 수량적 분포, 변화, 구성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자연, 사회 경제조건과 관련시켜 인구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구지리내용과 수업방법론을 학습하고, 국토 공간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리적인 시각과 각종 입지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지역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GEO2010 삶과 문화 Life and Culture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지리학의 개념,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을 
테마별로 고찰하며 사례지역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다.

GEO2011 지리조사방법 Method of Geographical Survey

실내에서 배운 여러 지리 학습 내용을 야외에 나가 실제 적용시켜보고 각종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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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2015 구조지형학 Structural Geomorphology

구조지형학의 발달과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풍화지형, 빙하지형, 주빙하지형, 해안지형, 구조지형 등으로 
세분하여 이해한다. 

GEO2016 도시지리 Urban Geography

도시지리 내용과 수업방법론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도시의 개념, 기원과 발달, 형태, 내부구조, 기능, 
도시 세력권 등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GEO2020 기후지형학 Climatic Geomorphology

기후 지형의 발달과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기후 지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GEO2021 과거경관의 이해 Understanding Old Landscape

과거경관에 대한 지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역사지리학의 개념,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발달사를 학습하고 
실제지역을 통해 이론을 접목해본다. 

GEO2022 동부아시아의이해 Understanding East Asian Regions

동부아시아 지리내용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통해 이해하고 국가별로 그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GEO2026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한국지리내용과 그 수업방법론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연 지리적 특색과 인문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GEO4001 경제지리 Economic Geography

경제지리학의 사조, 경제지리학의 기초로서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 산업입지론, 지역개발론 등을 학습한다. 

GEO4006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최근 지리학 연구에 활발히 도입된 컴퓨터를 이용한 지리정보의 수집, 분석 및 출력 방법을 익히며 이를 
위해 컴퓨터 실습을 위주로 학습한다. 

GEO4008 정치지리 Political Geography

정치지리학의 본질, 개념 발달사를 학습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통해 정치현상이 공간상에서 투영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GEO4017 환경지리 Environmental Geography

자연과 인간의 관련성을 지구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인간에 의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적 환경문제를 
지리적으로 분석,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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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4019 세계화와 지역문제 Globalization and Regional Issues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문제를 지리적 안목으로 이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 

GEO4021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Technology and Evaluation in Geography Education

효율적인 지리교육 수업 방법을 교육 공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효율적인 지리교육 평가를 위한 평가 
원리와 평가 방법을 학습한다.

GEO4023 지리사상사 History of geographical thought and methodology

지리학 발달에 영향력이 큰 학자들의 지리관을 중심으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지리 사상을 학습한다.

GEO4029 사회공간읽기 Reading Social Space

사회 공간적 현상을 지리적 안목을 통해 설명하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지리적 접근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GEO4041 기상과 기후 Weather and Climate

기상과 기후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기단, 기후 환경, 전선, 기후 인자, 기후 요소 등의 다양한 사례를 학습한다.

GEO4047 지도학 세미나 Seminar in Understanding Maps

지도의 발달사, 지형도 읽기, 주제도 제작법 등을 통해 지도의 개념과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도로 할 수 있는 각종 지도작업을 세미나를 통하여 정리한다.

GEO4048 사진지리학 세미나 Seminar in Photo Geography

정사진, 항공사진, 리모트센싱 자료 등 각종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 자료들을 판독하여 지리학 연구 
및 지리교육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특히 암실작업의 기초를 확실히 한다.

GEO4049 지리교과 논리 및 논술 세미나 Seminar in logic and discourse of geographical course

지리교과내용의 학문적 특색과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각 지리교과내
용별 논리에 대한 탐구와 논술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리교과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고자 한다. 특히, 지리교과의 계통 주제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중심으
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내용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 능력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계발시키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지리교과내용 
Agenda에 대한 논리를 정연하게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GEO4050 전통마을의 이해 세미나 Seminar in Understanding Traditional Village

우리나라 전통 마을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 전통마을의 발달과 입지, 그리고 형태와 구조를 학습한다. 
수업방식은 세미나와 답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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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4051 지리교육론 Geography Education

지리수업을 위한 교재의 선정, 내용의 구성, 교수방법, 그리고 평가가 중심내용이며, 예비 지리교사로 
하여금 교과서의 분석능력, 지리수업의 설계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GEO4052 지리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ethod &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지리교과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라 지리교육의 제 측면, 즉 지리교육의 목적과 목표, 지리교육의 발달과정, 
지리교육의 심리적 기초, 지리교수방법 및 학습이론, 지리교육의 평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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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수학교육의 목표는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수학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목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

기 자신과 지역사회 및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수학의 학문적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

것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는 수학과 교

육과정의 숙지 및 창의적 개발 능력, 효과적이고 다

양한 수학교육방법의 수행 능력 및 응용 능력, 효율

적인 수학 교육 보조 자료의 활용 능력, 그리고 교수․
학습과 연계된 적절한 평가 방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실행 능력과 교육 심리학적 전문가로서 학생 지도

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자로서의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조성하여 유능한 중등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 사회는 정보화시대이며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수학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학생들에게 산술적 계산의 

문제 뿐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수학학습

과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신념 등을 교육하는 

수학교사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수학교육과를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

사, 교수, 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원, 금융보험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수학교육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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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유 시 규

전 공 분 야 위상 및 미분기하

세부연구분야 수학교육에서의 기하 및 그에 따른 제 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교육학과(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교토대학(교) 수리공학학과(전공) 공학 박사

대 표 저 서

미분기하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2006)

곡선과 곡면의 현대적 미분기하1-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2000)

위상기하학입문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2005)

대 표 논 문

Classical and Quantum symetry groups of a free-fall particle 
- J.Math Phys.24(1) (1985)

A note on canonoical Transforms representing SL(2,R) in L2(R)
- Mem. Fac. Eng. Kyoto Univ. Vol47, No.4 (1985)

수학교육에 있어서 탐구적인 어프로치의 실천적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A, 34권 제1호 (1996)

안 선 신

전 공 분 야 대수학

세부연구분야 교환대수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이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수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수학과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선형대수 1, 2 현대대수학 1,2 정수론

대 표 논 문

Special classes of positive implication algebras, 
Information Sciences, 152(2003), 203-215

Some constructions of implicative/commutative d-algebras, 
Bull. Korean Math. Soc., 46(2009),147-153.

On generalized upper sets in BE-algebras, 
Bull. Korean Math. Soc., 46(2009),281-287.

이 중 권

전 공 분 야 수학교육학

세부연구분야 Computer Technology for School Mathematics and Curriculum Development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수학교육학과(전공) 이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Georgia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Georgia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수학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학적문제해결론 수학기초론

대 표 저 서

2006. ThePhilosophy of Mathematics Education. Kyung Moon Sa. Korea.

2003. Mathematics Education. Kyung Moon Sa. Korea.

2002. Mathematics Curriculum in Several Countries. Kyung Moon Sa. Korea.

대 표 논 문

2009. An Operational Analysis for Solving Linear Equation Problems.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Vol. 19, No. 3, 461-477.

2009. An Investigation of Two Seventh Graders’Modification of their Multiplicative Reasoning for Solving 
Combinatorial Problems and their Reciprocal Interactions with Represented Symbol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School Mathematics Vol. 11, No.3, 351-368.

2005. Lee, J. K. Development of the categories and standards for mathematics teachers' student evaluation 
competence. Research on Mathematics Education 43(2). The Korea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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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주

전 공 분 야 해석학

세부연구분야 함수해석학

학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수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수학 박사

담 당 과 목 해석학 1 해석학 2 복소해석학 1 복소해석학 2

대 표 저 서
Banach 함수 공간에서 다항식의 확장, 복소 볼록성과 M-ideal 성질 (박사학위 논문)

가중치 공간에서 스톡스 연산자의 해석성 (석사학위 논문)

대 표 논 문

Banach spaces with polynomial numerical index 1.
Bull. London Math. Soc. 40, (2008), 193 - 198.

Strong peak points and strongly norm attaining points with applications to denseness and polynomial 
numerical indices. 
J. Funct. Anal. 257 (2009), no. 4, 931 - 947.

Complex convexity and monotonicity in quasi-Banach lattices. 
Israel J. Math. 159 (2007), 57 - 91.

김 동 한 

전 공 분 야 응용수학

세부연구분야 Ergodic Theory and Dynamical Systems

학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수학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조합및그래프이론 응용수학방법론 미분적분학1 미분적분학2

대 표 논 문

Quantitative recurrence properties for group actions, Nonlinearity, 22 (2009) 1-9.

The first return time properties of an irrational rotation, Proc. Amer. Math. Soc., 136 (2008) 3941-3951. 
(with Kyewon Koh Park)

The dynamical Borel-Cantelli lemma for interval maps, Discrete Contin. Dyn. Syst., 17 (2007), 891-900.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MAE2001 대수 및 기하 3 3 기초 학사 1년 1

MAE2002 논리와 집합 3 3 기초 학사 1년 2

MAE2022 해석학 1 3 3 기초 학사 2년 1

MAE2023 조합 및 그래프 이론 3 3 기초 학사 2년 1

MAE2024 선형대수 1 3 3 기초 학사 2년 1

MAE2021 수학교육과정 3 3 전문 학사 2년 1

MAE2025 해석학 2 3 3 기초 학사 2년 2

MAE2017 응용수학 방법론 3 3 기초 학사 2년 2

MAE2026 선형대수 2 3 3 기초 학사 2년 2

MAE2027 기하학 일반 3 3 기초 학사 2년 2

MAE4037 확률 및 통계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38 복소해석학 1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39 현대 대수학 1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0 위상수학 1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1 현대 대수학 2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42 위상수학 2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18 수학교육 자료분석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43 복소해석학 2 3 3 전문 학사 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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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AE4043 복소해석학 2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33 수리논술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21 수학교육세미나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4 미분기하학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25 수학기초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사이버강의

MAE4036 정수론 3 3 기초 학사 3~4년 1

MAE4030 수학교육사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31 수학적 문제해결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사이버강의

MAE4045 수학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6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 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수학교사

조합 및 그래프 이론
해석학 1
해석학 2
선형대수 1
선형대수 2
기하학 일반

응용수학 방법론

확률 및 통계
복소해석학 1

정수론
현대대수학 1
위상수학 1

수학교육과정
수학교육세미나
미분기하학
수학기초론
현대대수학 2
위상수학 2

수학교육 자료분석
복소해석학 2
수학교육사

수학적문제해결론

벡터해석 및 연습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금융보험업

대수 및 기하
논리와 집합

조합 및 그래프 이론
응용수학방법론

해석학 1
해석학 2
선형대수 1
선형대수 2
기하학 일반

정수론
확률 및 통계
미분기하학
수학기초론

수학교육 자료분석
수학적 문제해결론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조합론

그래프이론
정수론
집합론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암호론
금융수학

복수전공

대수 및 기하
논리와 집합
해석학 1

조합 및 그래프 이론
선형대수 1
기하학 일반

확률 및 통계
복소해석학 1
현대 대수학 1

위상수학 
수학교육 세미나
수학교육과정
미분기하학

수학교육 자료분석
수학적 문제해결론

선형대수학 및 연습 1
위상수학 1
해석개론

벡터해석 및 연습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수학과 개설 전체 전공 과목 지정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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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MAE2001 대수 및 기하 Algebra & Geometry

복소수, 정식의 성질, 대수 방정식의 근, 벡터 행렬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워 해석학, 대수학, 기하분야로의 
입문에 교량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MAE2002 논리와 집합 Set Theory

명제의 기본형식을 도입하고 집합의 개념, 포함관계와 그 연산을 다루고 집합의 대등한 관계를 정의함으로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성질과 기수의 개념과 기수의 부등식, 그리고 기수의 덧셈과 곱셈 및 기수의 지수법칙
과 연속체의 가설을 배운다. 선택공리로 시작하여 극대원리, Zorn의 보조정리 초한 귀납법을 다룬다.

MAE2022 해석학 1 Analysis I

중등학교의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예비강좌의 하나이다. 미분적분학을 바탕으로, 집합의 성질, 수의 체계 
분류, 실수의 성질, 극한 개념과 연속성에 대한 규명을 하여 해석학의 기초이론을 다진 후, 이들 내용과 
중 ․고등학교 수학교과내용과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MAE2023 조합 및 그래프 이론 Combinatorics and Graph Theory

순열, 조합, 그래프이론, 생성함수, 게임이론, 선형계획법, 수치해석 등의 이산수학적 주제를 다루면서 
수학적 발견술의 방법을 익혀 이산수학의 교수학적 효과와 의미를 이해한다.

MAE2024 선형대수1 Linear Algebra I

중등학교 수학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연립1차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 가우스소거
법, 행렬과 행렬연산, 역행렬을 학습한다. 연립방정식과 가역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결과를 배운다. 행렬식, 
2차원과 3차원공간의 벡터, 유클리드 벡터공간을 공부한다.

MAE2021 수학교육과정 Mathematics Curriculum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전체 수학교과서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와 문제점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교수법을 생각해 본다. 한국 수학교육과정과 외국수학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고 NCTM Standards에서 제시한 수학교육과정 규준을 이해한다.

MAE2025 해석학 2 Analysis II

해석학의 기초를 이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함수이론, 적분이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극한과 수렴에 
대한 제반 개념을 고찰하고, 이들과 고등학교 수학교과내용과 연계된 부분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한다.

MAE2017 응용수학방법론 Methods of Applied Mathematics

대학 4학년 과정의 응용해석학 토픽을 다루는 교과로써 미분적분학, 해석학, 복소해석학을 이수한 학생이 
물리학, 고급통계학, 전산학 등에서 다루는 응용수학의 중요한 고급이론을 공부하게 된다. 여기서는 선형
대수학을 선수과목으로 공부한 것을 전제로 하여 선형계획법, 비선형계획법의 기초이론도 습득하게 하며 
앞에서 논한 각 분야의 응용수학 모델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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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2026 선형대수2 Linear Algebra II

기저와 차원, 행렬의 행공간, 열공간과 영공간, 계수와 퇴화차수를 공부한다. 직교행렬, 기저변환, 고유값
과 고유벡터, 대각화법, 직교대각화법을 학습한다. 선형변환과 행렬의 상사성을 배운다. 

MAE2027 기하학일반 Geometry

종래의 학교수학은 우선 결론이 있으며 그것을 학습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목공형 
도구를 이용한 수학에서는 스스로 실험하며 도형을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를 발견하고, 증명을 
생각하여 간다.  이러한 "수학을 한다"는 장면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종래의 기하교육에서 다룰 수 없었던 도형 등의 전반적인 성질과 관계를 조사한다.

MAE4037 확률 및 통계 Introductory Mathematical Statistics

확률변수, 분포함수, 큰 수의 법칙, 중심극한 정리, 다변량분포함수, 추2정론, 가설검정론 등 기초통계학을 
공부한 후 정규분포 모집단의 표본추출, 실험자료의 분석, 비모수 검정법, 회귀와 상관분석, 중상관계수, 
편상관계수검정법, 실험계획법의 기초 및 분산분석법 등 수학교육자료의 통계적 모델화 과정을 학습한다.

MAE4037 복소해석학1 Complex Analysis I

복소수의 성질과 기하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복소함수의 이론적 배경이나 정리들을 체계화하고, 응용부분
도 다룬다. 아울러 고교수학에서 다루는 복소수와의 연계성도 알아본다.

MAE4037 현대대수학1 Modern Algebra I

군에 관한 정의를 배우고, 군과 군위에서의 정의된 준동형사상, 동형사상에 대하여 공부한다. Sylow 정리, 
자유가환군, 자유군에 대하여 학습한다.

MAE4037 위상수학1 Topology I

중등학교 수학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집합에도 대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어서 관계와 
그의 시각화, 실수의 정체, 실수의 연속성 등을 다루며, 가깝다와 멀다라는 뜻이 성립할 수 있는 보다 
추상화된 근접성의 개념인, 점의 개성을 고찰하는 방법, 위상공간, 그 외에 여려 가지 개념 및 거리공간, 
거리공간의 일반화 및 추상화 등을 소개한다.

MAE4037 현대대수학2 Modern Algebra II

환은 연산이 덧셈, 곱셈의 두 연산위에 정의되며, 환의 연산 중에 곱셈연산에 조건을 하나씩 첨부시켜 
가환군, 체 등을 정의하고 그 성질들을 살펴본다. 또 Galois이론에 대하여 공부한다. 

MAE4037 위상수학2 Topology II

일반적으로 한 위상공간 위에서 점열의 수렴성만을 가지고 어느 한 점에 가깝게 접근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 이에 수렴의 개념으로 네트와 필터가 필요로 한다. 또한 한 집합 위에 도입된 위상을 
이용하여 부분집합들 사이의 분리된 정도를 나타내는 분리공리를 취급하며, 실직선 위에서 구간들이 갖는 
기본 성질을 추상화하여 연결성의 개념 등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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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4037 수학교육자료분석 Data Analysis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통계 자료의 분석과 통계실습을 위한 과목이다. 다루는 내용은 기초통계학, 응용통계학, 수학교육
통계 자료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또 나아가서는 교육평가에 요하는 수학교육 방법론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MAE4037 복소해석학2 Complex Analysis II

복소해석학I을 이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소변수함수에 대한 제반이론과 복소적분법, 복소적분을 이용한 
실적분의 계산, 응용도 다룬다. 아울러 복소수, 복소평면, 복소수와 평면 벡터의 기하적인 해석 등을 고교수
학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한다. 

MAE4037 수리논술 Discourse on Mathematics Principle

수학문제를 증명하고 사고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기위해 논리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능
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문제를 접함으로써 다른 수학 영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정리․증명의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MAE4037 수학교육세미나 Seminar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의 목적과 내용, 수학교육의 실제,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방향, 수학교육의 세계적인 동향과 교육
과정, 수학 학습-지도의 방법 등을 다룬다.

MAE4037 미분기하학 Differential Geometry

우선, 평면 혹은 공간 위에서 곡선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적으로 연구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또한 역으로 평면 혹은 공간 위에서 곡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즉 곡선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곡선이 어떤 방법으로 구부러지는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 또한 곡면의 
정의와 곡면을 형성하는 몇 가지 표준적인 방법에서 시작하여, 좌표조각사상, 미분가능함수와 곡면의 
기본형식, 곡면에 대한 미분형식, 곡면의 사상 형식의 적분, 곡면의 위상적인 성질 등을 조사한다. 

MAE4037 수학기초론 Principles of Elementary Mathmatics

중ㆍ고등학교의 수학교육 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수학의 역사적 사실을 수학교육학적 견지에서 재구성하여 
연대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중ㆍ고등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길러주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수학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이론적 접근법인 교육과정의 발생학적 방법을 
체계화해본다.

MAE4037 정수론 Number Theory

Division Algorithm과 Euclidean algorithm을 시작으로 Congruence, Fermat 정리, Euler
phi-function, Euler 정리, Primitive Roots, Indices, Quadratic Reciprocity Law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MAE4037 수학교육사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고대수학, 중세수학, 인문주의 교육시대, 실재주의 교육발전, 18세기 및 19세기의 전반의 수학교육, 19세기 
후반의 수학교육의 정체시대, 20세기의 수학교육사에 관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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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4037 수학적문제해결론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수학적인 사고의 육성, 수학적인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의 명확화, 수학적인 사고를 기르는 지도법, 수학적 
사고의 가치를 이해하게 함, 수학적 사고, 태도의 육성, 수학과목에 대한 불안심리불식, 수학적 사고의 
종류와 여러 학자들의 견해, 수학적인 생각의 구조화, 발문분석과 실험수업 등을 학습한다.

MAE4045 수학교육론 General 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수학교육의 다양한 이론을 탐구하고 논의함으로써 수학교
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MAE4046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Study of mathematics textbooks and teaching
methods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수학교재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직접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훈련과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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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가정교육과는 가정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

의 인성 및 자질이 우수한 학생의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학을 배경으로 한 가정교과의 최근 학문적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학의 전문영역을 응용적, 실천

적으로 가정생활을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교실현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과 

일의 생활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실천적 생활 역량

을 키울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한다. 

가정교육과의 교육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명시

한 가정교육 이수체계에 따라 가정교과교육, 의생

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및 소비자, 아동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학년 교과

목은 각 영역별 기본이수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

고, 3-4학년에는 교과목은 선택과목으로서 심화된 

세부전공을 다루고 있다. 가정교육 전공 학생은 기

본이수과목의 학습을 통해 가정교사로 필요한 기초

적 내용을 학습하며, 선택과목을 통해 가정교육에 

대한 심화내용의 학습이 가능하다. 

가정교육 전공학생은 국공립․사립 중등학교 가정교사

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가정학 및 가정교육 분야의 대학

원 진학이 가능하다. 또 가정학의 세부전공을 살려,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의류

기사, 조리기능사, 건강가정사, 가족복지사, 가족상

담사, 가족생활교육사, 소비자전문상담사 등의 전문

가로 기업과 연구소 등 사회분야의 진출이 가능하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

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다양한 가

족 형태의 출현으로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와 

평생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가계경제문제 등  가족

의 안정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

주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

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

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정

교육학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학습자의 발달 특성

을 고려하여 자신과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

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미래 생활을 주도하기 위한 

문제 해결력, 창의력, 자주적 생활 능력 등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정학을 배경학문으로 한 가정교과의 최근 학문적 

변화는 과거 가정학의 전문 영역이었던 가족․아동, 의

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및 소비자의 영역별 

교육보다는 각 영역을 통합하여 실천적으로 생활역량

을 키울 수 있는 통합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교육 전공과정 이수를 통해  초･중 고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교사로서  핵심적 교과의 교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육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Home Econom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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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은 명성여중․고 등 30여개 

중고교 교사로, 동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교수 및 

시간강사로,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

육사, 아동발달전문가, 소비자상담사,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의류기사, 조

리기능사, 푸드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로서 기업, 연

구소 등 사회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학과(전공) 내규

1. 학부

가. 교생실습교과목 수강 자격은 가정교육론과 가정교재연구 및 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함. 

나. 학과별 필수선택과목 안내

표시과목 기분이수과목 또는 분야 과 목 명 학  점

가정

가정과 교과교육

가정교육론 3

가정교재연구 및 지도법 3

가정과 논리 및 논술 3

영양학, 식품조리
기초영양학 3

조리과학 3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의복재료학 3

의복환경과 관리 3

주거와 실내디자인 주거학 3

가정경영, 소비자학
소비자의사결정 3

가계경제학 3

아동학, 가족학
가족학 3

아동발달심리 3

가정생활과 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 문화 3

계 총 13과목 39

다. 졸업시험(논문 또는 졸업시험)

    1) 신청자격 : 가정교육과, 가정교육과 복수전공 졸업예정자

    2) 실시기간 : 개강을 기준으로 매 학기 둘째 주 토(4과목), 일요일(4과목)실시

    3) 졸업시험 교과목

의류학 의복재료학 의복환경과 관리

식품영양학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소비자학 가계경제학 소비자의사결정

아동․가족학 가족학 아동발달심리

※ 졸업시험 합격 P/F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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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박 명 희

전 공 분 야  소비자학

세부연구분야  가정경제 분야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가정교육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소비자학 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소비자학 전공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가계경제학 가정자원관리 및 실습 소비자 의사결정 소비자교육과 정책 소비자상담 및 실습

대 표 저 서

소비자재무설계(2009), 학현사

생각하는 소비문화(2006), 교문사

토론으로 보우는 소비자 의사결정론(2005), 교문사

대 표 논 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OECD국가들의 소비자정책 비교연구, 소비자학회지 20(4)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46(3)

지속가능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안탐색연구, 소비문화연구 9(4)

신 혜 원

전 공 분 야 의류학

세부연구분야 피복과학분야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의류학 의복구성실습 의복재료학 의복환경과 관리 서양복식문화사

대 표 저 서

의복과 현대사회, 신정출판사

의류소재의 이해와 평가, 교문사

특수소재와 봉제, 교문사

대 표 논 문

Foreign customers' recognition on DongDaeMun fashion market and products(2009)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2009)

서울소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와        
교육대학원생의 인식(2008)

이 심 열

전 공 분 야  식품영양학

세부연구분야  응용영양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U.C Berkeley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식사요법 생애주기영양

대 표 저 서

식이요법, 고문사

식생활 관리, 신광출판사

식생활 길라잡이, 신광출판사

대 표 논 문

HACCP 시스템 적용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9)

전국 주요사찰 제공 식단의 영양적 평가(2007)

Salt usage behaviors are related to urinary sodium excretion in normotensive Korean adults(2007)

전 미 경

전 공 분 야 아동․가족학

세부연구분야 근․현대가족생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가정교육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가정학박사

담 당 과 목 가족학 아동발달심리 결혼과 가족관계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부모교육론

대 표 저 서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2005), 소명출판사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2005), 한겨례 출판부

기술․가정(2010), 두산동아

대 표 논 문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초등교과서에 재현된 노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8(3)

1900-1910년대 가정교과서에 관한 연구, 가정과교육학회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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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학기 비고

HOM2001 가정학의 탐색 1 1 기초 학사1년 1

HOM2002 기초영양학 3 3 기초 학사1년 1

HOM2004 가계경제학 3 3 기초 학사1-2년 1

HOM2006 한국조리 2 1 2 기초 학사1-2년 1

HOM2010 가족학 3 3 기초 학사1-2년 1

HOM2014 조리과학 3 3 기초 학사1-2년 2

HOM2018 소비자 의사결정 3 3 기초 학사1-2년 2

HOM2021 의류학 3 3 기초 학사1년 2

HOM2019 의복재료학 3 3 기초 학사1-2년 1

HOM2009 의복구성실습 3 1 3 기초 학사1-2년 2

HOM2022 아동발달심리 3 3 기초 학사1-2년 2

HOM4001 소비자상담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1

HOM4003 의복환경과 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04 외국조리 2 1 2 전문 학사3-4년 2

HOM4007 결혼과 가족관계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12 주거학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20 가정자원관리 및 실습 3 1 3 전문 학사3-4년 2

HOM4022 부모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34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36 소비자 교육과 정책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38 가정과 논리 및 논술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39 가정학현장학습교육 1 2 전문 학사3-4년 계절

HOM4040 식사요법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41 가정생활과 문화 3 3 전문 학사4년 1

HOM4042 생애주기영양 2 2 전문 학사3-4년 2

HOM4043 식생활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44 서양복식문화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45 주거 및 실내디자인 3 1 3 전문 학사3-4년 2

HOM4046 영양교육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47 가정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48 가정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과목 비 고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 교사

가정학의 탐색
기초영양학
의류학

가계경제학
한국조리

의복구성실습
가족학

소비자의사결정
조리과학
의복재료학
아동발달심리

의복환경과 관리
식사요법

결혼과 가족관계
생활설계와 직업
생애주기영양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소비자상담 및 실습
가정학현장학습교육

외국조리
서양복식문화사

가정자원관리 및 실습
부모교육론
주거학

주거 및 실내디자인
소비자 교육과 정책

소비자상담(업무)
전문가

소비자의사결정
가계경제학

생활설계와 직업
소비자상담 및 실습

소비자와 시장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소비자 전문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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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과목 비 고

패션디자이너
패션머천다이저

의류학
의복재료학
의복구성실습

의복환경과 관리
서양복식문화사

패션과 사회
색채와 디자인

드로잉
경영학원론
마케팅원론

패션디자인/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의류기사

조리기능사
푸드코디네이터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식생활과 건강 조리기능사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학
아동발달심리

결혼과 가족관계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부모교육론
결혼과 가족

가정복지사
가족복지사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

 교과목 해설

HOM2001 가정학의 탐색 Exploralatory Study on Home Economics

본 과정은 종합·응용·실천·규범 학문인 가정학의 학문적 특색과 영역소개, 진출분야, 전공적성 등에 
대해 탐색한다.

HOM2002 기초영양학 Basic Nutrition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건강한 생화를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인체 내에서의 대사 작용을 연구하여 식생활에 활용토록 한다.

HOM2004 가계경제학 Family Economics

가계 경제학은 가계가 생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의사결정 행동과 관련된 
일반법칙, 원리를 배우는 학문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가계의 경제구조와 역할, 가계의 
소비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강좌에서는 가계의 주요활동 즉, 소득의 획득과 소비·지출·배분 그리고 
구매활동에 관한 미시적 기초이론과 국민경제와 가계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기초이론을 학습하게 된다.

HOM2006 한국조리 Korean Cooking

한국 음식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조리에 쓰이는 식품재료의 종류, 성질을 연구하고 실습을 통하여 우리나라 
음식의 조리법을 익힌다.

HOM2010 가족학 Study of Family

가족의 기원, 제도, 기능 등에 관해 기초이론을 토대로 학습하며, 현대가족의 특성 및 과제 등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 가족의 특성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HOM2014 조리과학 Cooking Science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영양적인 변화와 물성의 변화를 학습하고 그의 원리를 연구
하여 조리계획에서 조리조작까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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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2018 소비자 의사결정 Consumer Decision-Making

소비자의사결정교육론은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규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 정보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강좌의 내용으로 소비자 정보의 원천·획득·평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의 단계별 내용에 대해 다루게 된다.

HOM2021 의류학 Clothing

패션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및 의의를 의류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의류학의 다양한 세부 전공 중에서 패션디자인, 패션 마케팅, 패션머천다이징, 복식사, 의상사회심리 분야
를 소개하고 각 세부 전문영역별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HOM2022 의복재료학 Textile 

의복재료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섬유의 종류, 형태, 구조, 성질을 학습하고, 실 및 옷감에 관한 
내용과 염색 및 가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HOM2023 의복구성실습 Clothing Construction

의복구성설계의 기본원리와 응용법을 다루는 과목으로 치수 설정과 의복원형의 설계원리, 원형의 활용방
법에 대해 학습한다. 옷의 종류와 디자인에 따라 재질의 특성과 디자인 원리에 적합한 옷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HOM2024 아동발달심리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아동연구의 의의·역사·연구방법 등을 고찰하는 한편, 태내기에서 아동기까지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화
적 발달에 대하여 기본이론을 다루며 각 영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양육법에 대해 탐색한다.

HOM4001 소비자상담 및 실습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아동연구의 의의·역사·연구방법 등을 고찰하는 한편, 태내기에서 아동기까지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화
적 발달에 대하여 기본이론을 다루며 각 영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양육법에 대해 탐색한다.

HOM4003 의복환경과 관리 Clothing Comfort & Management

인체에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써의 의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의복의 선택, 구입, 사용, 관리 
및 폐기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HOM4004 외국조리 Foreign Cooking

외국의 여러 나라 식생활을 공부하고 실습을 통하여 조리법을 익혀서 외국의 식생활 중에서 도입할 만한 
것을 택하여 우리의 식생활의 합리적인 발전을 모색한다.

HOM4007 결혼과 가족관계 Marriage & Family Relationships

결혼의 의의 및 그 성립과정을 살피고 결혼 후의 인간관계(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고부, 친족간 등), 
가정법률 등에 관해 학습한다. 또한 현대가족이 당면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처 방법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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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4012 주거학 Housing

가족의 1차적 외부환경 요소인 주거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생활의 중요요소로서 물리적 환경
과 사회적 환경, 심미적 환경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HOM4020 가정자원관리 및 실습 Family Resource Management

가정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간, 금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가족유
형에 따른 가정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여러 가지 문제형태, 영향을 파악하여 가정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HOM4022 부모교육론 Applications & Practice of Children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의의와 그 역할, 그리고 부모교육의 전략을 살핌으로써 부모됨과 효율적인 부모노릇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HOM4034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Counsel and Welfare of Child & Family

현대 사회에서 복지 및 상담이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을 고찰하고, 다양한 아동․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
기 위한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정책에 관해 학습한다.

HOM4036 소비자 교육과 정책 Consumer Education & Policy

소비자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시대의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에 따른 소비자 문제의 이해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에 관해 공부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가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비자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습득한다.

HOM4038 가정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현대사회에서 의·식·주·소비자·아동가족의 제분야와 관련된 쟁점을 일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
본다. 또한 그것을 토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 등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차기 신규교원선발체제개선이 요구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사 임용고사의 
논문형 필기시험에 대비한다.

HOM4039 가정학현장학습교육 Home Economics Internship

본 교과는 가정학과 관련된 각 영역(소비자, 식품영양, 아동가족, 의류학)의 직업현장에 실습을 통하여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 경험하는데 있다. 본 형장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진로탐
색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

HOM4040 식사요법 Diet Therapy

인체에 있어서 각종 질병의 종류와 원인 증세를 학습하고, 이들 질병의 병태생리 및 이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영양관리를 연구하여 색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HOM4041 가정생활과 문화 Culture of Family Life

한국의 의생활, 식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의 변화와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정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생활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한다. 또한 바람직한 가정생할 문화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549

09

HOM4042 생애주기영양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인간의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로 영양적 특성과 영양필요량, 영양문제와 해결, 식생활관리, 영양의 실제에 
관해서 학습하며, 영양학의 기본지식을 생애주기별 생리적 변화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HOM4043 식생활관리 Meal Management

합리적인 식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지식 및 식단작성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보며, 식단 계획 및 관리, 
식품구매, 가정의 식생활관리, 식생활 문화 등을 배운다.

HOM4044 서양복식문화사 History of western costume

서양복식의 변천을 이집트시대부터 현대까지 문화적인 배경 내지는 예술과 연관시켜 그 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복식미를 분석함으로써 현대패션이 추구하는 미를 이해하며, 패션디자인을 할 때 그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미래패션의 방향을 예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HOM4045 주거 및 실내디자인 Housing Design & Practice

주거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주거를 실제로 계획하여 봄으로써 이론의 
실생활 적용을 모색한다.

HOM4046 영양교육 Nutrition Education

영양에 관한 올바른 이론을 토대로 영양교육의 방법과 기술, 교육과 상담이론 및 영양교육 매체 제작과 
활용 등을 학습하여 영양지도와 상담에 적용하는 능력을 학습하도록 한다.

HOM4047 가정교육론 Theori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가정과 교육의 본질적 탐색인 철학과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가정과 교육관련 최근 이슈, 가정과 교육과정
의 이해,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가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과 실제,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HOM4048 가정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중등학교 가정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정과 교육내
용, 실제적인 중등학교 가정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구성, 그리고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지도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가정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시현해 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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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체육교육과는  체육교육의 교과 교육학 및 교과 내용

학에 따른 기초 체육학과 응용 체육학의 교수-학습

을 통하여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 지도력을 함양케 

하고, 교육이념과 일반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적인 소양과 인성을 겸비한 중등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수행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체육교과의 학습지도력 함양(인간운동 이론과 운

동기능의 통합지도력)

② 체육교사로서의 교직적성 고양 및 생활지도력 육성

③ 체육교육의 현장 연계 체험학습과 학습지도의

적응력 함양

④ 생활체육에의 참여 및 프로그램 운용능력 배양

⑤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봉사(스포츠 센터 및 체육

시설, 레저타운, 계절운동)

⑥ 각종 체육관련 자격인증 참여(예:생활체육지도자 

자격, 각종단체인증자격)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체육교육은 중등학교 필수 교과(2007년 발표)로 지

정되면서부터 교원 양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교수-

학습 지도력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운

동 기능학습을 통한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문제해

결 학습, 학생 생활중심 교과과정, 현장체험 연계 

학습, 동기유발자로서의 교직능력과 반성적 교수 형

태의 실천적 학습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움직임 현상에 대한 철학적, 문화사적, 생리학

적, 심리학적, 생체역학적, 사회학적인 체육원리적 

접근을 통하여 인체공학적, 영양학적, 경영관리학

적, 체력학과 건강, Condition과 감상적응 분야 등

의 기초와 운동기능적 응용분야를 망라하여 인간 유

기체에 관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과학으로서의 학

문적 학습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

에서의 체육교육은 인간의 행복추구를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위한 예방의학적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한 효과

적인 충족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학문적 성격 또한 사회적 변화 수요와 더불어 큰 기

능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유능한 체육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이다. 그러나 오

늘날의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

는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 교사 이외 헬스클럽 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

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경영․마케팅 분야, 스

포츠 의료분야, 건강생활 분야, 레저스포츠 분야, 프

로스포츠 분야, 체육실기지도 분야, 스포츠미디어 분

야 등에 간접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체육교육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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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임    식

전 공 분 야 (주)운동심리학, (부)체육교과교육학

세부연구분야 운동심리와 학습, 체육 교수-학습 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체육교육과 전공 체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체육학 전공 체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명지 대학(교) 체육학 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운동심리학 운동학습이론 체육과연구법 체육교육개론
체육과운동기능

지도법

대 표 저 서 기초 체육심리학 연구법, 21세기 출판사, 1993.

대 표 논 문

전신반응 이후 동작시간에서의 초속도에 관한 연구(Ⅱ),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996.

움직임 교육 모형에서의 명령식 교수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가치분석, 동국대 교육연구원, 1999.

남자대학 경기선수의 긍정적 자화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2007.

채 환 국

전 공 분 야 Training Method

세부연구분야 체육측정평가, 코우칭

학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체육교육과 전공 체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체육학 전공 체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명지 대학(교) 체육학 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체육측정평가 안전교육론 코우치론

대 표 논 문

골프연습장 이용고객들의 참여특성에 따른 골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
츠리서치, 2007.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정도, 참여동기와 스포츠몰입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2007.

공공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서비스만족이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 체육학 연구, 2006.

손 재 현

전 공 분 야 무용

세부연구분야 무용교육, 레크리에이션

학사학위과정 한양 대학(교) 무용 전공 체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 대학(교) 무용 전공 체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 대학(교) 무용교육 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댄스스포츠
지도법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째즈댄스

대 표 공 연

제망매가(창작발레), 손재현무용단.

元曉(창작발레), 손재현무용단.

코스모스, 손재현무용단.

대 표 논 문

무용전공 여고생의 성격 5요인이 공연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2007.

Dewey의 실용주의 미적 경험과 무용, 한국체육철학회지, 2009.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의 인과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09.

채 재 성

전 공 분 야 스포츠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스포츠사회학, 생활체육, 체육경영관리

학사학위과정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사회학 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체육논리 및 논술

대 표 저 서
현대스포츠사회학

조직경영론

대 표 논 문

성인의 스포츠사회화 경험과 생활체육 참가의 관계

스포츠초보자의 갈등 경험과 스포츠 개입정도의 관계

지역사회 스포츠시스템의 개방체계적 운영모델 연구



552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학기 비고

PHE2001 육상지도법 2 1 2 기초 학사1년 1

PHE2003 체조지도법 2 1 2 기초 학사1년 2

PHE2046 체육교육개론 3 3 기초 학사2년 1

PHE2008 체육문화사 3 3 기초 학사2년 1

PHE2010 안전교육론 3 3 기초 학사2년 1

PHE2012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2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15 축구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19 태권도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21 수영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23 댄스스포츠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36 운동생리학 3 3 기초 학사2년 2

PHE2038 운동심리학 3 3 기초 학사2년 2

PHE2047 스포츠이론과실제 2 1 2 기초 학사2년 2

PHE2041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2 1 2 기초 학사2년 2

PHE2042 배구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2

PHE2044 유도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2

PHE2045 레크리에이션지도법 2 3 기초 학사2년 2

PHE4002 운동처방 3 3 전문 학사3~4년 1

PHE4004 생체역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HE4006 운동학습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HE4011 체력육성법 3 3 전문 학사3~4년 1

PHE4014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2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17 핸드볼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20 테니스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31 스포츠사회학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32 코우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61 체육과연구법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36 체육측정평가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38 동계스포츠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2

PHE4039 농구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2

PHE4043 체육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HE4045 골프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56 건강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62 체육과운동기능지도법(1)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60 체육논리 및 논술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63 체육과운동기능지도법(2) 1 2 전문 학사3~4년 2

PHE4067 체육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HE4068 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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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과목 비고

중등학교
 교사

육상지도법, 체조지도법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배구지도법, 농구지도법
핸드볼지도법, 축구지도법
태권도지도법, 유도지도법
수영지도법,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사회학,체력육성법

건강교육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테니스지도법, 

스포츠이론과실제
안전교육론, 체육측정평가
체육관리론, 체육교육연구법

체육과운동기능지도법,
골프지도법

레크리에이션지도법,
코우치론

동계스포츠지도법
댄스스포츠지도법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체육교육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실습

대학원 진학 및 
학문연구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스포츠사회학

안전교육론, 체력육성법
코우치론,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체육관리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체육교육연구법, 
스포츠이론과실제
레크리에이션지도법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체육관련 
정책부서
및 단체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체력육성법,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안전교육론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각종 지도자
및 강사, 
선수활동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육상지도법, 체조지도법
체력육성법,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안전교육론
스포츠이론과실제
레크리에이션지도법

코우치론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교과목 해설

PHE2001 육상지도법 Teaching Method of Track and Field 

육상경기에 관한 제 이론 및 기능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원리와 교수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함으로
써 중등학교 체육교과의  목표와 학습 지도력을 성취토록 하며, 국제  적 동향과 정보화, 교육적 기능에의 
적극적  인 인식을 유인토록 한다. 

PHE2003 체조지도법 Teaching Method of Gymnastics

체조의 유래와 의의, 효과 등을 이해하고, 체조 전반에 대한 지도방법의 습득은 물론, 맨손체조와 기구체조 
및 기계체조의 원리와 기능을 학습한다. 또한 체조에 대한 이론과 기능의 습득을 통하여 사회적응 및 
교직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인간화 및 정보화, 세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 바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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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2008 체육문화사 Cultural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체육의 국내외적 변천과정과 국내외의 체육사조를 체계있는 정보자료를 통하여 연구 고찰하고, 현대체육
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사적배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간생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케 한다.

PHE2010 안전교육론 Theory of Safety Education

신체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각종 사고 및 손상에 대하여 안전성 학보 및 예방, 그리고 처치능력을 지도하고 
과학적인 정보화에 의한 국제적 체제와 방법을 제공하여 인간 생활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PHE2012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Sports for all and Field Learning

각종 생활체육 종목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물론 실제 현장탐방과 학습을 통한 생활체육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사회적 변화 적응과 학교체육의 생활현장 정보화를 통한 중등학교 교직능력을 함양한다. 

PHE2015 축구지도법 Teaching Method of Soccer

축구경기의 발달과정과 경기규칙을 익히고 기초기술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중등교과의 지도력을 함양한다. 

PHE2019 태권도지도법  Taekwondo Teaching Method 

태권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본동작과 기본형을 익혀 실제에서의 응용능력을 키우고 기초지도기술을 숙지하
여 세계적 변화추세에 적응케 함은 물론 학습에서의 정보화를 통한 사회적 인격도야에 최선을 다하게 한다.

PHE2021 수영지도법 Teaching Method of Swimming 

수영에 관한 기초지식과 동작을 이해하고  그 숙련과 응용을 통하여 중등학교 교과 학습 수행력을 함양한다. 

PHE2023 댄스스포츠지도법  Dance Sports Teaching Method

신체의 구성동작과 율동을 통하여 정서적 육체적 건강 및 생활 스포츠의 기능과 함께 중등학교에서의 
생활체육 지도력을 함양한다.

PHE2036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인체의 골격, 근육, 신경, 순환, 배설, 소화,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이해시켜 신체활동에 있어서의 생리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를 하며, 새로운 국제적 정보자료와 적용을 통하여 인간생활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지도를 한다.

PHE2038 운동심리학 Psychology if Exercise

인간운동수행에서의 상황적 조건에 따른 심리적 관련 요인과 기초를 이해하고, 신체운동의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한 운동 지각에서부터 운동발달, 운동 및 경기심리, 건강심리 등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여 중등 체육교
과 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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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2041 평생체육과야외활동 Lifelong Physical Education and outdoor Activities

현대사회의 건강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예방의학적 활동에 대한 지도력을 겸비하고, 야외활동 프로그
램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중등학교에서의 평생체육 학습지도력을 함양한다.

PHE2042 배구지도법 Teaching Method of Valley ball

배구경기의 기초이론과 기술, 규칙 그리고 경기운영에 대한 지도력은 함양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인
식과 국제적 경향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며 각종 자료 및 개발경향을 실제화 하여 인간생활정보화 및 중등체육 
지도영역으로서의 효과적 적응에 기여토록 한다.

PHE2044 유도지도법 Judo Teaching Method

유도의 기초이론과 기술 숙련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력과 중등체육에 대한 지도력을 함양케하며 국제적 
기술 개발과 정보유입, 그리고 인간 생활에 대한 적응력의 가치를 부여케 한다.

PHE2045 레크리에이션지도법 Recreation Teaching Method

현대생활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화된 각종활동의 프로그램을 경험케하여 변화하는 사회적응력과 지도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PHE2046 체육교육개론 Outline Theory of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전반에 대한 본질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전공수행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고, 중등 
체육 교과에 대한 인간운동의 개념적 기초를 인지토록 한다. 

PHE4002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운동수행의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처방 및 합리적 운동 요법을 연구한다.

PHE4004 생체역학 Biomechanics

신체운동에 대한 역학적 분석과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에 있어서의 효율적 적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국제적 이론과 정보체제를 이용하여 적극적 연구를 도모케 한다. 

PHE4006 운동학습이론 Theory of Motor Learning 

인체운동에서의 정보처리과정에 따른 제반 학습이론을 탐구하여 운동기능 수행과 운동능력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중등학교 교과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PHE4011 체력육성법 Training Method

생리학적, 기능학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 체력육성 프로그램의 작성 및 지도방법
을 함양하며, 또한 경기상황 및 체력과 기술향상에 대한 현장적응력을 육성한다.



556

PHE4014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School Pysical Education and Experience Learning

중등학교 체육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교직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체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육교
과 학습활동의 실제를 체험하고, 필요시 현직 중등 교원을 초빙하여 특강을 통한 학교체육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이루는 데 있다.

PHE4017 핸드볼지도법 Hand Ball Teaching Method

핸드볼의 기본기술과 경기방법 및 규칙을 익히고 단체경기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시
키며 체육지도자로서의 교육적 자질을 확보토록 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학습의 정보화를 통한 인간기능의 
과학성을 인지토록 한다.

PHE4020 테니스지도법 Tennis Teaching Method 

테니스의 제이론과 경기방법 및 운영을 배우고, 기술의 국제적 경향과 정보, 그리고 과학기술개발 및 
숙련을 통하여 체육교사로서의 지도력은 물론 인간생활 문화 및 정보로서의 가치와 교육적, 사회적 역할에 
기여토록 한다.

PHE4031 스포츠사회학 Sociology of Sports

한글체육교육과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측면을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하며 스포츠와 사회관계 
양상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해 중등체육 교직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PHE4032 코우치론 Theory of Coaching

코우칭의 원리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인식시켜 국제적 경향의 각종 트레이닝법을 정보화하여 생리학, 
심리학, 역학 등의 과학적 응용 및 운동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지도력을 한다.

PHE4036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체육활동 및 현상에 따른 요인별 측정과 분석,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체육활동 및 적응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보 화하는데 있으며, 국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구 및 측정기법을 이해케 하여 중등 체육 
교직능력을 부여케 한다.

PHE4038 동계스포츠지도법 Winter Sport Teaching Method

동계의 활동가능한 스포츠로서 스키 및 빙상등의 레져활동은 물론 그 기능과 지도력을 함양하고 사회변동
적 인간생활의 가치와 형성에 필요한 스포츠의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PHE4039 농구지도법 Teaching Method of Basketball

농구경기의 제이론과 경기규칙, 경기운영 국제적 경향 및 정보, 그리고 기본기술의 숙련과 지도 방법을 
통해 중등체육의 교육적 사명을 다하며 농구의 생활가치능력을 인지 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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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4043 체육관리론 Management Theory of Physical Education

체육현상에 따른 제도, 시설, 인원, 물자, 재정, 행정 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관리과정과 기능을 통한 기법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 체육활동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체육교사로서의 적응력과 생활적응력을 육성한다

PHE4045 골프지도법 Golf Teaching Method

골프의 대중화와 더불어 건전하며 신사적인 경기를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며 사회적 적응력을 함양
하는데 의의가 있다.

PHE4056 건강교육론 Health Education Theory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습관 및 행동의 제과정을 학습시키
기 위해 국제적 건강이론과 기초, 그리고 각종 정보와 사회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함양한다.

PHE4060 체육논리및논술 Logic and Statement on Physical Education

이 과목은 스포츠과학에서 중요한 학습내용과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선택하여 다룬다. 학생들은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고 체육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PHE4061 체육과연구법
Research Methods in Physical Education a
Subject

체육교과 운영과 관련에 대한 연구의식을 바탕으로 교과 수행력 또는 지도력을 함양에서의 정보화와 과학적
인 연구 설계 및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는 물론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과 자료 보존 능력을 갖도록 한다. 

PHE4062 체육과운동기능지도법1  Guiding Methods of Exercise Skill in Physical
Education a Subject 1

중등학교 체육교과 수업의 학습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종 운동기능을 종합적으로 숙련함과 동시에 
그 지도과정을 실습한다.

PHE4063 체육과운동기능지도법2 Guiding Methods of Exercise Skill in Physical
Education a Subject 2

체육과 운동기능 지도법(1)을 응용 및 실제 지도를 숙련한다.

PHE4067 체육교육론 Theories of Physical Education

본 교과목은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평가와 중․고등학교 체육 교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교육내용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과 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초․중․고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을 통하여 효울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PHE4068 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ethod and Material 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본 교과목은 학습지도의 형태, 모형, 일반이론을 통한 유능한 교원을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교육내용
은 실제 수업에 적용되는 이론과 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지도에 관한 전문성 있는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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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교육목표

영화영상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양성한다.

2.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화작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화의 제 

반 테크놀로지를 습득하고, 영화창작자로서의 철학

과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기르도록 한다.

3. 교육내용

영화연출, 평론, 시나리오 전공은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영상제작과정의 이해, 영화제작실기1,2, 졸

업영화실기1,2)과 영화미학, 영화분석 관련 교과목

을 수강함으로써 영화연출이나 평론, 작가로서의 능

력을 기르게 된다. 

영화제작, 기술 전공은 역시 선택필수 교과목과 세

부전공별 제작실기 교과목 등 전문 실기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배

양하게 된다.

영화교사 양성과정은 학과의 교과목 및 교직 교과목

을 성실히 이수하여 영화 관련 중등교육과정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상의 교육과정은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의 교

육인프라에 의해 영화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국내 최고의 영화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영화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예술 장

르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영상기술의 발전으로 인하

여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서 영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은 영화를 자기표현의 

또 다른 수단으로써 인식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손

쉬운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영화는 다양한 직업군과 문

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

정받고 있다. 최근 한국영화가 질적으로 도약하고 

규모면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 가능성을 인정받

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 무궁무진한 학문분야이다.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학생들은 영화 현장에 투입되어 그간 익혔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해 경

력을 쌓게 된다.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

한 영화 분야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생들

은 기초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배양된 기

술력을 바탕으로 창작물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재능

영화영상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Film & 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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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여 영화인으로써의 전망을 기대할 수 있

다. 또는, 영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려는 학

생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추후 학습, 연구를 통해 영

화평론가나 교수직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영화감독 등 영화

제작현장 Chief으로서의 전문 직무와 작가, 평론가, 

대학교수 등 전방위적으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활

동하게 된다.

 학과(전공) 내규

1. 영화영상학과 교육과정의 이수를 위해 학생은 다

음 7가지 전공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연출, 기획(제작), 시나리오, 촬영, 편집, 사운드, 

시각효과  

2. 모든 전공자는 <영상제작과정의이해>, <영화제

작실기1,2>, <졸업영화> 교과목 및 본인이 선택

한 전공의 트랙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전공별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연출전공으로 졸업하려는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1. 아래 항에서 설명하는 심사 이전에 공개적

으로 발표된 작품 1편 이상을 연출한 경력

이 있어야 한다.

    3-2. 자신이 연출할 시나리오와 제작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졸업예비 심의위원

회를 매년 3, 6, 9, 12월에 4회 개최한다. 

    3-3.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졸업을 한 학기 미루고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받는다.

         나. 학과의 시설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제

작 후 별도의 완성본 심의를 받는다.

    3-4. 완성된 영화는 졸업영화제에 출품하여 졸

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4. 촬영전공으로 졸업하려는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1. <촬영조명기초>, <촬영조명실습>의 평균

점수 B+ 이상.

    4-2. 졸업작품 1편 이상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발

표된 작품 3편이상의 촬영을 담당하여야 한다.

    4-3. 촬영으로 참여한 졸업작품이 졸업영화제

에 상영되어 심의위원회의 촬영분야 심사

를 통과하여야 한다.

5. 녹음전공으로 졸업하려는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1. <사운드실기1,2>의 평균점수 B+ 이상.

    5-2. 졸업작품 1편 이상을 포함하여, 공개적으

로 발표된 작품 3편 이상의 녹음을 담당하

여야 한다.

    5-3. 녹음으로 참여한 졸업작품이 졸업영화제

에 상영되어 심의위원회의 녹음분야 심사

를 통과하여야 한다.

6. 편집전공으로 졸업하려는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1. <편집실기1,2>의 평균점수 B+ 이상.

    6-2. 졸업작품 1편 이상을 포함하여, 공개적으

로 발표된 작품 3편 이상의 편집을 담당하

여야 한다.

    6-3. 편집으로 참여한 졸업작품이 졸업영화제

에 상영되어 심사위원회의 편집분야 심사

를 통과하여야 한다.

7. 기획(제작)으로 졸업하려는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7-1. <제작기획실습>, <영화홍보․마케팅>, <영

상산업실습>의 평균점수 B+ 이상.

    7-2. 졸업작품 1편 이상을 포함하여, 공개적으

로 발표된 작품 3편 이상의 제작기획을 담

당하여야 한다.

    7-3. 자신이 제작기획 담당한 졸업작품이 졸업영

화제에서 상영되어야 하며, 제작기획서와 

제작보고서를 졸업영화제 1주전까지 제출하

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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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나리오로 졸업하려는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8-1. <단편시나리오실기>와 <장편시나리오실

기>의 평균점수 B+ 이상.

    8-2. 규정 3-2항의 심의위원회에 장편시나리

오 초안이나 시납시스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8-3. 이를 디벨롭하여 졸업영화제 1주 전까지 

시나리오 완성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

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9. 시각효과로 졸업하려는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9-1. <시각효과기초실기>와 <시각효과워크

샵>의 평균점수 B+ 이상.

    9-2. 졸업작품 1편 이상을 제작하여야 한다.

    9-3. 시각효과 참여 졸업작품이 졸업영화제에 

상영되어 심사위원회의 시각효과분야 심

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0. 모든 학생은 학칙에 정한 제규정과 상기 영화영

상학과의 교과이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

기 규정 이외의 사안 발생 시 학과주임교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에 대

한 심의 후 결정한다. 

11. 상기 내규는 2009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년도 입학생의 경우 이전 내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내규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학과주

임교수의 허락 하에 적용할 수 있다.

 교수소개

김 종 완

전 공 분 야 영화연출 및 시나리오

세부연구분야 디지털영상제작교육의 표준화 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화영상제작학과(연출전공) 영화영상제작박사

담 당 과 목 졸업영화 단편시나리오실기 단편영화미학기초 실험영화제작

대 표 저 서 단편영화창작워크북, JNC커뮤니티, 2009

대 표 논 문

대학영화교육을 위한 디지털HD 전환 시 실습교육의 변환 가능성 연구, 영화연구 39호

영상제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영상기술연구 6호

디지털영화제작의 표준화를 위한 소고 , 영상기술연구 2

민 병 록

전 공 분 야 영화학

세부연구분야 영화산업, 영화영상기술,영화사

학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대학교 대학원 영화과 영화학석사

담 당 과 목 영화워크샵 시나리오연구

대 표 저 서

영화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사1985

세게영화영상기술발달사 문지사 2001

영화의 이해 집문당2000

대 표 논 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20

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대안 연구 영화평론13

ALFRED HITCHCOCK 감독의 영상적 특징에 관한 분석 영화연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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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 재 형

전 공 분 야 영화제작, 영화학, 영화평론

세부연구분야 영화예술학, 영화이론 및 실기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시립대대학원 영화과 영화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영화학박사

담 당 과 목 영상미학실습 인턴실기 졸업영화실기

대 표 저 서

정재형교수의 영화강의 영화언어 1994

영화이해의 길잡이 2003

MT영화학 장서가 2008

대 표 논 문

<올란도>의 양성성 연구 영화연구 15

<나의 장미빛 인생 Ma Vie en Rose> (벨기에, 알렝 베를리네, 1997)에 나타난 트렌스젠더서사(transgender 
narative) 분석 영화연구17

‘비상업영화’의 개념과 교육적, 문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39

유 지 나

전 공 분 야 영화평론 및 영화이론

세부연구분야 영화기호학,영화이론 및 실기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불문학

석사학위과정 프랑스 파리 제 7대학 기호학 DEA학위

박사학위과정 프랑스 파리 제 7대학 기호학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한국영화사실습 세계영화분석실습

대 표 저 서

유지나의 여성영화산책 생각의나무 2002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생각의나무 2004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대 표 논 문

‘인권’을 지켜내는 ‘투쟁’이 전하는 영화적 감동 :영화 속 인권 이야기 국제이해교육 통권13호

포르노그라피 메타 담론으로써의 영화 영화평론 제12호

북한영화 보기의 탈신화화를 위해 : ‘예술영화’ 내러티브 전략과 대중성 영화평론 제11호

김 정 환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컴퓨터아트(시각효과)

세부연구분야 디지털애니메이션 및 시각효과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Dubuque Computer Science,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 School of Visual Arts Computer Arts MFA

담 당 과 목 시각효과워크샵 뉴미디어특강

대 표 논 문

영화제작에서 가상세트와 디지털스튜디오의 기술 변화 연구, 영화연구 37호

한국형 블록버스터 <괴물>의 시각특수효과(VFX) 연구, 제호, 영화연구 35호

디지털 영상제작 환경분석을 통한 영화의 질적 기여도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제24호

N세대를 위한 새로운 영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영화연구 21호

입체영상의 과학적 재현방법과 영화에서의 예술적 적용-3차원 스테레오스코픽 Stereoscopic과  홀로그램 
Hologram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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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 립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

세부연구분야 다큐,실험영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BS

석사학위과정 템플대학교 방송영화과 MFA

담 당 과 목 영화제작실기 졸업영화실기 편집실기

대 표 저 서 디지털비디오의 이해 한나래 2005

대 표 논 문

사진의 지각과 일상의 지각의 차이 영화연구26

필름과 비디오의 MTF 비교 영화연구24

표준렌즈의 기준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20

최 병 근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프로덕션디자인

세부연구분야 프로덕션디자인

학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MFA

박사학위과정 The American Film Institute Production Design 제작석사

담 당 과 목 프로덕션디자인실기

대 표 저 서

영화연출론 shot by shot 최병근 역 시공사1999

영화와 비디오를 위한 아트디렉션 최병근 역 2000

프로덕션디자인 최병근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대 표 논 문

미장센요소들의 창의적 기능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29

각본의 시각화에 대한 연구 :프로덕션디자인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24

프로덕션디자인 측면에서의 히치콕 연구 디자인연구 7

박 종 호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영화촬영

세부연구분야 촬영, 영화제작, 영화교육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과정 캘리포니아 예술대(CalArts) 영화제작 MFA

담 당 과 목 촬영조명실기 졸업영화실기

대 표 저 서 필름메이커를 위한 영상 테크닉 박종호 역 한나래 2001

대 표 논 문

촬영감독 콘래드 홀에 대한 연구 :행복한 사고와 마술의 순간을 중심으로 영화연구24

온라인 기반의 영화교육 고찰 -기초영상 수업을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8 

교수학습법에 대한 고찰 -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 영화교육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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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종 흡

전 공 분 야 커뮤니케이션학 문화연구

세부연구분야 문화이론, 대중문화연구, 문화산업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BA

석사학위과정 미국 미시간 주립대 텔레커뮤니케이션학 MA

박사학위과정 미국 위스컨신-메디슨대 커뮤니케이션학 PhD

담 당 과 목 서구영화분석실습 영상산업실습 대중문화연구 영화이데올로기연구

대 표 저 서

영화가 정치다, 인물과사상사, 2008

장르 혼합현상에 나타난 산업과 관객의 상호텍스트적 관계, 영진위, 2004

의미만들기와 의미찾기, 개마고원, 2001

대 표 논 문

포스트헤게모니 문화이론을 위한‘감정구조’와‘감성경제’의 비판적 분석, 영상예술, 14호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저예산예술독립영화 활성화 방안 연구, 문학과 영상 제10권

미시-거시 영화텍스트 분석의 통합 가능성 연구, 영화연구 33호

이 원 덕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사운드 디자인

세부연구분야 사운드 디자인

학사학위과정 호서대학교 음악학과

석사학위과정
NYIT(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TV/Film Production MA

담 당 과 목 사운드 실기

대 표 저 서 Making Film Sound(여울미디어, 2008)

대 표 논 문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지역특화 사례연구 및 발전방향 (한국콘텐츠학회, 2008) 

박 재 호

전 공 분 야 영화연출

세부연구분야 영화연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학석사

담 당 과 목 필름제작기초 영화제작실기 졸업영화실기 영화영상미학

대 표 논 문
다르덴형제 영화연구 영화연구35

<천국보다 낯선>과 <우작>의 연출유사성 연구 영화연구36 

정 수 완

전 공 분 야 영화학 영화이론

세부연구분야 영화이론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아시아영화분석 한국영화분석실습

대 표 저 서 일본영화다시보기 공역, 시공사 2001

대 표 논 문

1950~60년대 한일 청춘 영화 비교 연구 :청춘 영화에 나타난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26

전후 일본영화와 한국영화의 비교 :전쟁과 근대화 경험을 중심으로 영화평론12

전전(戰前) 일본영화에 나타난 근대화와 국수주의 연구 영화연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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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FIL2004 영화영상미학실습 3.0 1 2 기초 학사1년 1

FIL2051 영상제작과정의이해 3.0 1 2 기초 학사1년 1

FIL2029 한국영화사실습 3.0 1 2 기초 학사1~2년 1

FIL2007 필름제작기초 3.0 3 기초 학사1년 2

FIL2058 영화기획 2.0 1 2 기초 학사1년 2

FIL2059 단편영화미학기초 3.0 3 기초 학사1년 2

FIL2063 단편시나리오실기 3.0 3 기초 학사2년 1

FIL2019 세계영화분석실습 3.0 1 2 기초 학사2년 1

FIL2014 사운드실기1 3.0 1 3 기초 학사2년 1

FIL2031 영화연출실기 3.0 1 2 기초 학사2년 1

FIL2061 촬영조명기초 3.0 3 기초 학사2년 1

FIL2026 편집실기1 3.0 1 2 기초 학사2년 1

FIL2064 제작기획실습 3.0 1 2 기초 학사2년 2

FIL2012 프로덕션디자인실기 3.0 3 기초 학사2년 2

FIL2034 시각효과기초실기 3.0 3 기초 학사2년 2

FIL2057 사운드실기2 3.0 1 3 기초 학사2년 2

FIL2062 촬영조명실습 3.0 3 기초 학사2년 2

FIL2060 실험영화제작 3.0 4 기초 학사2년 2

FIL4057 뉴미디어특강 2.0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54 영화홍보마케팅 2.0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09 영화제작실기1 3.0 4 전문 학사3년 1

FIL4013 시각효과워크샵 3.0 4 전문 학사3~4년 1

FIL4020 서구영화분석실습 3.0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56 졸업영화 3.0 4 전문 학사4년 1,2

FIL4052 영화/TV스타일분석 2.0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55 고전영화분석실습 2.0 1 2 전문 학사4년 1

FIL2055 영화/TV서사분석 2.0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24 아시아영화분석실습 3.0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03 편집실기2 3.0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40 영상산업실습 3.0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42 장편시나리오실기 3.0 3 전문 학사3~4년 2

FIL4043 영화제작실기2 3.0 4 전문 학사3년 2

FIL4045 인턴실기 3.0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49 한국영화분석실습 3.0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53 영화/TV장르분석 2.0 1 2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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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 교과목 전공심화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대학원연계 교과목

시나리오, 평론

영화영상미학실습
영상제작과정의이해
한국영화사실습
필름제작기초
영화기획

단편영화미학기초
단편시나리오실기
세계영화분석실습
사운드실기1,2
영화연출실기
촬영조명기초
촬영조명실습
편집실기1

제작기획실습
프로덕션디자인실기
시각효과기초실기
실험영화제작

뉴미디어특강
서구영화분석실습
영화스타일분석
고전영화분석실습
영화/TV서사분석

아시아영화분석실습
장편시나리오실기
한국영화분석실습
영화/TV장르분석
영화제작실기1,2

졸업영화

영상사회학
미디어산업론

문화와커뮤니케이션
미디어심리학

전공별 개설교과목
예시1(평론전공-영화이
론입문/다큐멘터리연구/
실험영화론/대중문화연

구 등)
예시2(연출전공-연출실
기1,2/연출스타일분석/연

기연출)

연출, 제작, 기술

영화홍보․ 마케팅
시각효과워크샵

편집실기2
영상산업실습
영화스타일분석
영화/TV서사분석
장편시나리오실기

인턴실기
영화제작실기1,2

졸업영화

컴퓨터그래픽스
미디어연구1,2

영상연구

전공별 개설교과목
예시1(기획전공-재정,예
산및스케줄/홍보와마케

팅/기획인턴쉽)
예시2(촬영전공-촬영감
독론/촬영실습1,2/조명실

습1,2)

영화교사

연극영화교재연구및지도법
연극영화교육론

편집실기2
영화스타일분석
고전영화분석실습
영화/TV서사분석

아시아영화분석실습
한국영화분석실습
영화제작실기1,2

졸업영화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과정및평가
교육실습

교육철학및교육사

복수전공트랙 본인 선택 전공분야 택 1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15 컴퓨터그래픽스기초 3

사회학전공 SOC4010 영상사회학 3

신문방송학전공 COS4018 미디어산업론 3

신문방송학전공 COS4020 문화와커뮤니케이션 3

신문방송학전공 COS4028 미디어심리학 3

미술학부 PAI4304 미디어연구1 3

미술학부 PAI4354 미디어연구2 3

미술학부 PAI4303 영상연구 3

￭타학과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대학원 연계 인정 학점 : ( 9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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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FIL2004 영화영상미학실습 Film and Video Aesthetics

영화예술의 미학과 영상매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본 이론들을 공부한다.
필름으로 촬영하여 영화를 만드는 제반과정의 기초를 실습을 통해 익힌다. 
후 반 작업은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방법(필름)으로 하도록 한다.

FIL2051 영상제작과정의이해 Process to Moving Image Production

영상제작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까지의 기초과정을 배운다.

비 고 실습

FIL2029 한국영화사실습 History of Korean Film

한국영화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 영화사조, 산업, 제도, 
사회사, 감독과 작품, 기술의 발달사를 배운다. 

FIL2007 필름제작기초 Basic Film Production

필름으로 촬영, 녹음, 편집을 하여 영상작품을 만드는 제반과정의 기초를 익힌다.

FIL2058 영화기획 Film Projecting

영화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 과정에 있어서의 제작 구조를 학습하고, 기존 영화의 
기획 사례를 분석한다.

비 고 실습

FIL2059 단편영화미학기초 Introduction to Short Film Aesthetics

단편영화의 서사와 미학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단편제작과정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갖는지 이론과 
실기를 겸하여 학습한다. 

비 고 실습

FIL2063 단편시나리오실기 Short Scnario Writing

 국내외 단편영화의 시나리오 형식과 구성을 배우고, 단편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창작실습을 한다.

비 고 실습

FIL2019 세계영화분석실습 History of Film

한 세기 영화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경향을 영화 발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망한다. 중요한 작품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중요한 사회, 문화, 역사, 기술 등 다양한 층위 속에서 영화사를 세워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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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2014 사운드실기1 Sound Production 1

영화 음향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동시녹음의 방법, 필름과 비디오 녹음의 차이, 마이크의 
종류와 특성, 녹음기의 사용법, 기초적인 믹싱 등을 실습을 통하여 배운다. 그리고 영화 음향의 미학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비 고 실습

FIL2031 영화연출실기 Film Directing

미장센 분석 훈련을 통해서, 이지적인 연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언어가 아니라 시각적으
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비 고 실습

FIL2061 촬영조명기초 Introduction to Cinematography

영화촬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

비 고 실습

FIL2026 편집실기1 Editing 1

필름 및 비디오 편집의 기술적 과정 뿐 아니라, 시공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기초적인 기법과 문법들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익힌다. 

FIL2055 영화/TV 서사분석 Film/Television Narrative Analysis

미디어, 문학, 문화적 형식에 관련된 주제로서의 서사에 관한 이론적 연구. 매학기 서로 다른 관심을 
공부해나간다. 시간, 공간, 인물, 사건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비 고 실습

FIL2064 제작기획실습 Projecting Workshop

영화기획을 위한 실무이론을 학습하고, 현재 영화기획 체계의 장ㆍ단점을 실제영화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한다. 

비 고 실습

FIL2012 프로덕션디자인실기 Production Design

영화영상 작품의 배경과 세트를 아트 디렉터의 개념에서 기획, 설치, 연출하는 종합적인 프로덕션 디자인의 
자질을 익힌다.

FIL2034 시각효과기초실기 Visual Effects Basics

시각특수효과에 관한 기초과정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특수효과까지 시각효과 전반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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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2057 사운드실기2 Sound Production 2

사운드실기 1 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수강할 수 있으며, 고급적인 녹음기법과 장비사용법을 익힌다. 특히, 
현재 음악이나 영화음향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Pro Tools를 실습한다.

FIL2062 촬영조명실습 Cinematography Workshop

시퀀스 촬영을 통해 보다 세밀한 카메라와 조명의 활용을 위한 개념을 발전시킨다.

비 고 실습

FIL2060 실험영화제작 Experimental Film Production

다양한 유형의 실험영화를 감상, 분석하고 실험영화의 기획, 예산 작성, 연출, 촬영, 편집 등의 과정을 
실습한다. 또한, 실험영화를 연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들, 영화사, 연기자와의 관계,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현황 등에 대하여 배운다.

비 고 실습

FIL4057 뉴미디어특강 Introduction to New Media

디지털 뉴미디어에 관한 개론과목으로 전통과 새로운 미디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수업이다. 
특히 뉴미디어의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를 다시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향성, 즉 뉴미디어 예술의 현주소와 산업적 동향 그리고 기술 그 자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입체적
으로 살펴보는 과목이다. 뉴미디어와 현대영화 제작의 상호관계 또한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한 주제이다.

비 고 실습

FIL4054 영화홍보마케팅 Film Publicity & Marketing

영화산업의 구조, 배급구조, 극장, 홍보이론, 관객조사이론과 기존 영화에 대한 마케팅 사례 등의 지식을 
습득하고, 개발된 소재에 대한 마케팅 기획서를 작성하기까지의 실습을 수행한다.

비 고 실습

FIL4009 영화제작실기 1 Film/Video Production 1

몇 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담당교수의 지도 하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권장한다.

FIL4013 시각효과워크샵 Visual Effects Workshop

시각특수효과의 심화과정으로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FIL4020 서구영화분석실습 Film Analysis: Western Cinema

서구영화사에서 주요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적, 스타일적, 장르적 측면에서 비평, 분석한다.

FIL4056 졸업영화 Thesis Project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출, 촬영, 편집 등 전공별 제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평가한다. 

비 고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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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4052 영화/TV 스타일분석 Film/Television Style Analysis 

작가, 스튜디오의 스타일에 대한 집중연구. 주제와 형식, 영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영화와 텔레비전 
창작에서 접근한다.

비 고 실습

FIL4055 고전영화분석실습 Study on the Classic Film

실제 고전영화의 주요한 작품을 대상으로 영화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방법론을 익히게 된다.

비 고 실습

FIL4024 아시아영화분석실습 Film Analysis: Asian Cinema

아시아 영화사에서 주요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적, 스타일적, 장르적 측면에서 비평, 분석한다.

FIL4003 편집실기2 Editing 2

편집실기 1 을 이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고급적인 편집기법과 장비 사용법을 익힌다. 또한, 에드윈  
포터와 그리피스로부터 에이젠슈타인으로 대변되는 20년대 러시아 영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영화편집의 
변화도 개관한다.

FIL4040 영상산업실습 Film Industry

영화의 제작, 판매 그리고 배급 단계에 이르는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영화산업
과 사회 그리고 한국 영화산업과 국제 정치경제의 맥락을 조망한다.

FIL4042 장편시나리오실기 Feature Scenario Writing

장편 극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창작 실습을 한다. 한 학기 동안 최소한 하나의 장편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한다.

FIL4043 영화제작실기 2 Film/Video Production 2

몇 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담당교수의 지도 하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주로 극영화를 
제작한다.

FIL4045 인턴실기 Internship

산학 협동 과정의 일환으로 영화 산업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진행된다. 제작 현장에 투입되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실무를 익힌다. 

FIL4049 한국영화분석실습 Film Analysis : Korean Cinema

한국영화사에서 주요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적, 스타일적, 장르적 측면에서 비평, 분석한다.

FIL4053 영화/TV 장르분석 Film/Television Genres Analysis

영화 및 텔레비전의 장르에 대한 집중 탐구. 역사, 미학, 문화적 문맥, 사회적 의미, 비평적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비 고 실습



572

 교육목표 

1. 설정배경

세계 인류 문화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문화가 

새롭게 발전하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multimedia 

contents)가 그 나라의 새로운 문화 척도가 되고 있

다. 더욱이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높

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무한 경쟁 시

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 흐름에 맞추어 

탄생한 멀티미디어 학문 분야는 공학 요소. 기획 요

소, 디자인 요소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적 학문

이다. 우리 학과는 이 세 요소 중 컴퓨터와 멀티미디

어공학 기술 등을 고려한 공학 요소를 중점으로 교육 

연구하는 학과이다.  

최근까지 단말기,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제품, 컴퓨

터 기기, 통신 기기 등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잘 발달된 다양한 기기로써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

어 콘텐츠는, 인간에게 유익한 정보와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는 정도에 반하여, 아직 그 발전 정도가 낮

다. 그래서 컨버전스(convergence) 비전이 항상 대

두되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에 관한 공

학 이론, 공학적 분석과 실무 수준의 멀티미디어 시

스템 개발 능력을 겸비한 게임 개발자,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자 등과 같은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공학과 예술의 만남“이라

는 모토로 이미 2000년에 정보산업대학에 멀티미디

어공학과를 학부 과정으로 개설하였다. 2006년에 

우리 학과를 동국대학교 영상문화 특성화 분야로 지

정하고 학제 개편 계획에 따라 영상미디어대학으로 

편입하고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로 학과명을 정하

였다. 오락용이나 기능성 게임, 영상 시스템, 멀티미

디어 응용 시스템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현재의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우리 학과

에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0년부터 멀티미

디어시스템, 멀티미디어 응응프로그램 제작 및 다양

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공학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시 멀티미디어공학과로 학

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멀티미디어 공학과는 멀티미디어와 정보 공학 이론

과 기술의 종합체인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공학기반의 창의적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어 

새로운 디지털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대적 동량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에 필

요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2. 교육목표 총괄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멀티미디어공학, 게임 공

학, 컴퓨팅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을 체계적

이고 집중적으로 학습시킨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 

프로그래밍 등의 공학적 이론과 실무에 능하고, 영

상 그래픽이나 컴퓨터 음악 등에 관한 예술적 이해를 

겸비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공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Multimedi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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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문가, 게임 개발 전문가 등을 양성한다.

 

3.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멀티미디어공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

야 한다고 판단되는 능력과 소양은 다음과 같다.

1) 멀티미디어공학 전공 기반

  - 게임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공학 분야별 문제를 

이해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는 능력

  - 주어진 필요조건에 맞추어 게임 시스템이나 멀

티미디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창의적으로 설

계, 개발하여 종합할 수 있는 능력

  -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에 관한 지식을 

멀티미디어 공학 문제 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팀웍 설계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멀티미디어 개발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

  - 산업 현장에서 직업적,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

  -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적 해결 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 넓은 이해

  - 경제, 경영, 환경, 법률 등 시사적인 논점에 대

한 기본 지식

  - 평생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세계 문화에 대한 예술과 기술적 이해와 국제적

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3) 멀티미디어공학 실무 

  - 실제적인 분석, 설계, 개발 문제에서 컴퓨팅 기

반 도구를 비롯하여 최신 멀티미디어 기술, 기

법,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4.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

  - 기초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2D/3D 

게임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차세대 

플랫폼 프로그래밍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방법과 단계별 프로그래밍 기법

  -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게임 인공지능, 멀티미

디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운영시스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 프로그

래밍 등의 컴퓨팅 기본 이론과 기법

  -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 영상 및 사운드 

처리 등의 핵심 멀티미디어 공학 이론과 응용 

기법

  - 영상, 동영상,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기본 특성 이해 및 처리 기법

  - 2D/3D 컴퓨터 게임 제작과 멀티미디어 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 컴퓨팅 플랫폼의 기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념

   

(a) 2D 게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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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D 게임 콘텐츠

(c) iPhone 게임 콘텐츠

그림. 재학생 작품 예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멀티미디어 학문 분야는 인류 문화 발전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제 조성된 신생 분야이다. 다시 말해, 

멀티미디어 학문 분야는, 컴퓨팅 기술, 기획 요소, 

디자인 요소 등을 고려한 공학 요소가 융합하여 이루

어진 복합적 학문 분야이다.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

는 멀티미디어 학문 분야의 세 요소 중 공학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한다. 게임은 대표적인 멀티미디

어 분야 중 한 분야이다.

특히, 게임은 그 단어가 스포츠, 오락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용만이 아니라, 기능성(serious) 게임으로도 분류한

다. 기능성 게임은 실시간 상호작용 모의실험

(realtime interactive simulation)의 의미를 포함

한다. 예를 들어, 의료 시술, 우주선 운행, 원자로 

운전 실험, 비행기 조종, 재난 방지 등 위험한 환경에

서의 교육 등을 가상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의 실험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게임

으로 개발하거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고 경제

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를 위한 

이론과 기술 개발이 다양한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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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멀티미디어 학문 분야는 앞으로 연구 개발할 여지가 

매우 크다. 이 분야는 국내외에서 학문적으로나 산

업적으로도 필요성과 요구가 더욱 커지는 추세이다. 

멀티미디어 공학적 산출물들은 부가가치가 더욱 커

질 것이며, 산업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 생

활의 쾌적함, 편의성, 유익함을 제공해 주게 될 것

이다.  

  

그림. 모의실험 예

 졸업 후 진로

1. 전공학생들의 진로 방향

요즈음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그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디지

털 문화의 중요성과, 미래의 국제적 산업의 형태로 

부가 가치가 매우 큰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근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 점차 활성화되고, IT 산업에서도 멀티미디어 기

기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경

향이 커지면서 국가 산업 생산성에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잘 발달된 다양한 전자, 정보기술 기기에 통용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인간에게 유익한 

정보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반하여, 아직 

그 발전 정도가 낮다. 말하자면 발전 간극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컨버전스 비전이 제시되고 그 간

극을 줄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그 만큼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

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멀

티미디어공학을 제대로 이수한 졸업생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전문가 : 컴퓨터 그래

픽스, 가상현실, 영상처리, 사운드 처리, 컴퓨

터 인공지능,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처리 등의 유관 분야

  -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 오락용 또는 기능성 

게임 개발,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인공지능, 

게임 공학 응용 등의 유관 분야

  -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자 : 홍보용/학습용 콘

텐츠 제작, e-learning, 인터넷 쇼핑몰 등의 

유관 분야

  - 멀티미디어 정보공학, 게임공학을 연구하는 연

구소

  - 일반대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의 게임공학전

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석사, 박사 과정 진학

  -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의 게임제작전공, 

영상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 전공, 컴퓨터 음

악 전공에서 석사, 박사 학위 과정 진학과 외국 

유학

  - 멀티미디어 관련 벤처 창업

 학과 내규

멀티미디어공학과 재학생은 재학 중 다음과 같은 수

업, 졸업 등에 관한 학과 내규를 준수하여 면학에 

힘을 써야 한다. 복수 전공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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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과 학점 이수

1) 재학생은 전공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그 과목에

서 지정한 선이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

지 않은 경우, 강의 담당 교수와 수강 가능성을 

상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재학생은 졸업하기 전

에 종합설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2012학년도 2월 이후 졸업대상자는 졸업하기 전

에 종합설계1, 종합설계2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하

여야 한다.  

2. 졸업요건

1) 재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졸업논문/작품 제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소정의 질적 수준을 갖춘 

졸업 논문이나 졸업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논문/작품 제출 자격은 멀티미디어 프로그

래밍 능력으로 평가한다. 멀티미디어 프로그래

밍 과목을 수강하여 C+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그 이전 입학

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졸업논문이나 졸업작품은, 종합설계 과목을 수

강하면서 완성하여 발표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졸업작품 주제 선정

1) 종합설계 과목에서 공학적인 주제로 졸업작품 또

는 졸업논문을 정한다. (2012학년도 2월 이후 졸

업대상자)

2) 졸업작품 주제는 다음 과목을 이수하면서 정하도

록 한다. 이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과제나 프로젝

트를 확장하여 졸업작품 주제로 정해도 무방

하다. 

  - 가상현실 

  - 게임인공지능

  - 3D 게임 프로그래밍

  - 디지털 영상처리 기초 및 응용

  - 디지털 사운드처리 기초 및 응용

  - 멀티미디어 응용시스템 

  - 컴퓨터그래픽스 기초 및 응용

  - 차세대 플랫폼 프로그래밍

 교수소개

엄 기 현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설계, 멀티미디어정보관리  

세부연구분야 게임시스템 설계,  게임지능설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응용수학과 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대 표 저 서

(역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론 10판, 2005, 교보문고 (Database Processing 10th Ed. by David M.Kroenke, 
Prentice Hall)

(역서) 객체지향 클라이언트/서버 인터넷 환경, 2000, 이한출판사  (Object Oriented Client/Server Internet 
Environment, by Amjad Umar, PrenticeHall, 1997), 엄기현, 조선형, 임남홍 공역

(역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이한출판사, 1995 ,(Client/Server Architecture, by Alex Berson, McGrawHill, 
1995) 

대 표 논 문

RTS게임에서의 에이전트와 상호의사를 조절하는 조정에이전트의 설계, 한국게임학회논문지, 2009년 10월

적응형 NPC 생성을 위한 FSM의 동적 활용방안,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008년 9월

인터렉티브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을 위한 인공지능 미들웨어 설계, 한국게임학회논문지,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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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 은

전 공 분 야 게임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세부연구분야 게임인공지능, 게임엔진, 게임알고리즘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2D게임프로그래밍, 3D게임프로그래밍, 게임인공지능

대 표 논 문

캐릭터 성격에 따른 동일 감정 표현의 다양화를 위한 감정 조정 방안, 게임학회논문지, 2010년 4월

시각적 특징맵을 이용한 자율 가상 캐릭터의 실시간 주목 시스템,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009년 5월

매크로 행동을 이용한 내시 Q-학습의 성능 향상 기법,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008년 3월

윤 승 현

전 공 분 야 컴퓨터공학

세부연구분야 컴퓨터 그래픽스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수학과(전공) 이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게임수학,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컴퓨터그래픽스응용

대 표 저 서 Sweep-based Approach to Three-Dimensional Shape Deformations, Verlag Dr. Muller, May, 2008  

대 표 논 문

Patches: Character Skinning with Local Deformation Layer,  Computer Animation and Virtual Worlds 
(SCI), 20(2-3):321-331, Wiley, June 2009 

Sweep-based plasusible elastic deformations,  ETRI Journal (SCI) , 30(1):152-154 ,  Feb., 2008.  

Sweep-based freeform deformations, Computer Graphics Forum (SCIE), 25(3): 487-496, September 
2006 (EG'2006 Special Issue).

이 창 환   
전 공 분 야  컴퓨터공학

세부연구분야  모바일 플랫폼, 내장형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모바일 프로그래밍, 차세대 플랫폼 프로그래밍

대 표 저 서
자바입문

C#입문

대 표 논 문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기계 코드 최적화

가상기계 실행파일을 위한 보호 기법

자바와 C 언어 결합을 위한 자바 전처리기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진과 공동운영함

조 형 제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세부연구분야 디지털영상처리, 디지털사운드처리, 컴퓨터그래픽스, 가상현실, 게임프로그래밍, 게임소재

학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디지털영상처리 기초, 디지털영상처리 응용, 디지털사운드처리 기초, 디지털사운드처리 응용

대 표 논 문

그림자정보를 이용한 HSV 컬러 모델기반의 전방차량검출 및 차선정보 검출

필드와 모션벡터의 특징정보를 이용한 스포츠뉴스 비디오의 장르분류

다양한 지형에서의 적응적인 걷기 동작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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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헌

전 공 분 야 Computer Arts

세부연구분야 Contents Design, Computer Animation, Visual Effects, Digital Images

학사학위과정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BFA 학사

석사학위과정 Academy of Art University Computer Arts 전공 MFA 석사

담 당 과 목 2D 그래픽디자인

대 표 저 서 플래쉬 캐릭터 애니메이션(2009년 출판, 출판사 : 에듀컨텐츠) 

대 표 논 문

Natural Light에 근거한 Digital Light 연출에 관한 연구

가상현실로 구현된 Ride Film의 제작기법 사례연구

입체영상에서 시각적 촉각성에 관한 연구

김    준   
전 공 분 야 음악

세부연구분야 작곡 및 컴퓨터음악

학사학위과정 경희대학교  작곡과 음악 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Boston 대학교 작곡과 음악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Stanford 대학교 작곡전공 음악 박사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음악개론  
대 표 논 문

SICMF(서울 국제컴퓨터음악제), Aquarelies for Cello and Live-Electronics. 2002  
SICMF, Sounds of Bamboo for Flute and Tape, 2001

ICMC(세계 컴퓨터음악제), Eum-Yang for New Piano Trio, 2001

박 상 훈

전 공 분 야 컴퓨터공학

세부연구분야 컴퓨터그래픽스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수학과(전공) 이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그래픽스응용, 가상현실,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대 표 논 문

Mobile collaborative medical display system,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Vol. 
89, No. 3, pp. 248-260, Feb. 2008.  

3D RGB image compression for interactive application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Vol. 20, No. 
1, pp. 10-38, Jan. 2001.  

Compression-based 3D texture mapping for real-time rendering, Graphical Models, Vol. 62, No. 6, 
pp. 291-410, Nov. 2000.

김 정 호   
전 공 분 야 애니메이션  
세부연구분야 애니메이션 연출 및 제작, 게임 제작

학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 학사(BFA)

석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학 석사(MFA)

담 당 과 목 3D 그래픽입문, 3D 그래픽디자인

대 표 저 서
Short Film "In and Out"  
Short Film "Venice Beach" 

대 표 논 문

스톱모션 필름 프로덕션에서의 삼차원 컴퓨터그래픽 활용 사례 연구
- 단편애니메이션 <Venice Beach>를 중심으로 -  
HDRI 기반의 사실적 렌더링에 관한 연구  
3D 컴퓨터그래픽을 도입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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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3 2 2 기초 학사1년 1

MME2007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1년 2

MME2013 게임수학 3 3 0 기초 학사2년 ○ 1 영어

MME2035 모바일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년 1

MME2015 컴퓨터그래픽스기초 3 3 0 기초 학사2년 2

MME2019 2D게임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년 2

MME2036 자료구조와알고리즘 3 3 0 기초 학사2년 2

MME4004 3D 게임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년 　 1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3 3 0 전문 학사3년 　 1

MME4035 컴퓨터그래픽스응용 3 3 0 전문 학사3년 　 1

MME4045 멀티미디어음악입문 3 2 2 전문 학사3년 　 1 　

MME4065 2D그래픽디자인 3 2 2 전문 학사3년 1 　

MME4008 게임인공지능 3 3 0 전문 학사3년 　 2

MME4013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3 3 0 전문 학사3년 　 2

MME4033 디지털 영상처리기초 3 3 0 전문 학사3년 　 2

MME4063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 3 3 0 전문 학사3년 　 2

MME4066 3D그래픽입문 3 2 2 전문 학사3년 2 　

MME4023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3 2 2 전문 학사4년 　 1

MME4030 디지털사운드처리기초 3 3 0 전문 학사4년 　 1

MME4034 디지털 영상처리응용 3 2 2 전문 학사4년 　 1 　

MME4067 3D 그래픽디자인 3 2 2 전문 학사4년 　 1 　

MME4031 디지털사운드처리응용 3 2 2 전문 학사4년 　 2 　

MME4060 가상현실 3 3 0 전문 학사4년 　 2 　

MME4062 차세대플랫폼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4년 　 2

MME4064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4년 　 2

MME4068 종합설계1 0 2 2 전문 학사4년 　 1/2 팀티칭

MME4069 종합설계2 0 2 2 전문 학사4년 　 1/2 팀티칭

현장실습 3 0 4 전문 학사3/4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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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학과목 이수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학년별, 학기별로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1학기 2학기

1학년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MME2007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2학년
MME2013 게임수학
MME2035 모바일프로그래밍

MME2015 컴퓨터그래픽스기초
MME2019 2D게임프로그래밍
MME2036 자료구조와알고리즘

3학년

MME4004 3D 게임프로그래밍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MME4035 컴퓨터그래픽스응용
MME4045 멀티미디어음악입문
MME4065 2D그래픽디자인

MME4008 게임인공지능
MME4013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MME4033 디지털 영상처리기초
MME4063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
MME4066 3D그래픽입문

4학년

MME4023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MME4030 디지털사운드처리기초
MME4034 디지털 영상처리응용
MME4067 3D 그래픽디자인
MME4068 종합설계1
MME4069 종합설계2

MME4031 디지털사운드처리응용
MME4059 가상현실
MME4061 차세대플랫폼프로그래밍
MME4064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MME4068 종합설계1
MME4069 종합설계2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게임공학트랙과 미디어공학트랙 중 선택하여 이수하며, 복수로도 이수 가능하다. 

각 트랙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트랙내부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6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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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수체계로 학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학년, 학기별 이수해야 할 학과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선수 과목 이수 체계도 나타나 있다. 또한 전공 

공통과목군, 게임공학 트랙 과목군, 미디어공학 트랙 과목군, 필수과목군을 4가지 색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아래 표에서는 선후수 지정 교과목을 알아보기 쉽게 다시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전
공

선수 교과목 후수 교과목1 후수 교과목2

전공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멀
티
미
디
어
공
학

전공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

습

전공 MME2007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전공 MME2035 모바일프로그래밍

전공 MME2019 2D게임프로그래밍

전공 MME4062
차세대플랫폼
프로그래밍

전공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

베이스

전공 MME4063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MME4064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전공 MME2036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전공 MME4004 3D 게임프로그래밍

전공 MME4008 게임인공지능

전공 MME2015
컴퓨터그래픽스

기초

전공 MME4060 가상현실

전공 MME2013 게임수학 전공 MME4035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전공 MME4065 2D그래픽디자인 전공 MME4066 3D그래픽입문 전공 MME4067 3D 그래픽디자인

전공 MME4030
디지털사운드
처리기초

전공 MME4031
디지털사운드처리

응용

전공 MME4033
디지털 

영상처리기초
전공 MME4034

디지털 
영상처리응용

전필 MME4068 종합설계1 전필 MME4069 종합설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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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각 

학년, 학기별, 트랙별 이수과정이 다음 그림에 자세히 나타난다.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게임공학트랙

기초프로그래밍 실습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게임수학
컴퓨터그래픽스 기초
2D게임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3D게임프로그래밍

차세대플랫폼 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게임인공지능
2D그래픽디자인
3D그래픽디입문

종합설계1
종합설계2

이산구조
공학선형대수학

기하학
확률과 통계

물리학
인터넷프로그래밍
정보시스템분석
컴퓨터보안
메카트로닉스

복수트랙 신청 가능

미디어공학트랙

기초프로그래밍 실습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게임수학
컴퓨터그래픽스 기초
2D게임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디지털영상처리기초
디지털사운드처리기초
디지털영상처리응용
디지털사운드처리응용
컴퓨터그래픽스응용

가상현실
멀티미디어음악입문
3D그래픽디자인

종합설계1
종합설계2

이산구조
공학선형대수학

기하학
확률과 통계

인터넷프로그래밍
메카트로닉스
정보시스템분석
컴퓨터보안
디자인공학

복수트랙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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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Introduction to Programming in C

본 과목은 프로그래밍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생들이 프로그래밍 개념에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학생들은 표준 C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컴퓨터가 주어진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강의에서
는 컴퓨터 시스템, 알고리즘 설계, 자료형,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MME2007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Multimedia Programming

본 강의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학습한다. 문법 중심의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 방법을 탈피하고, 많은 예제와 실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된다. 본 강의는 선수 
과목으로 C언어 관련 강의를 수강했거나,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수강대상으
로 한다.

MME2013 게임수학 Mathematics for Game Programming

본 강좌에서는 게임제작 및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학습한
다. 세부 주제로는 선형대수학, 기하학적 변환, 기구학, 게임 물리 및 이산수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배경 지식으로는 기초 미적분학과 프로그래밍 언어 (C 또는 C++)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MME2015 컴퓨터그래픽스기초 Fundamentals of Computer Graphics

본 과목은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소개한다. 학생들은 3차원 기하학적 물체들의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적 이론들과 계산 기법들을 배운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이 C 또는 
C++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능력과 수학적인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 학생들은 컴퓨터 그래픽
스 응용 프로그래밍의 이론과 실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표준 OpenGL 라이브
러리를 이용한다.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복수전공트랙

기초프로그래밍 실습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게임수학
컴퓨터그래픽스 기초
2D게임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그래밍

※게임공학, 미디어공학 
트랙 중 1 트랙 이상을 이수

일반대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고급게임프로그래밍, 게임알고리즘이론, 게임인공지능이론, 게임엔진개발론, 게임엔진분석및프로그래밍, 
게임시스템개발론, 컴퓨터그래픽스론, 컴퓨터애니메이션이론, 기하모델링,디지털영상처리론, 디지털사운
드처리론, 수치계산 및 응용, 실시간렌더링, 논문연구1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와도 학석사 연계과정을 개설한다.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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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2019 2D게임프로그래밍 2D Game programming

2D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2D 게임을 작성하는 방법과 제작과정을 배운다. 2D 게임 
엔진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도록 엔진 구조와 툴들을 면밀히 분석해본다. 또한 상용되고 있는 2D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도 학습한다. 

MME2035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모바일 기기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작성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 도구의 사용법을 공부하고, 이를 이용해서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또한 전화 
관련 기능, 위치 정보, 데이터 통신과 같은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본다. 
2D/3D 그래픽과 디지털 음원/동영상 재생, 디지털 이미지 촬영과 같은 미디어 기능을 가진 응용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익히다. 마지막으로 강좌에서 익힌 기술을 통합하여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을 
익힌다.

MME2036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

본 과목은 고급 프로그래밍을 위한 자료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본 이론을 소개한다. 기본적인 
리스트 자료구조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그래프 구조와 이런 구조들에서 정의되는 연산들을 학습한다. 강의
에서 다루어지는 자료구조들을 실제 구현하고 각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특정 
자료구조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의 설계와 분석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MME4004 3D게임프로그래밍 3D Game Programming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사용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과 이론을 학습한다. 먼저 DirectX의 3차원 
라이브러리인 Direct3D의 사용법을 배운다. 이를 이용하여 기본 3D 개념, 오브젝트 모델링과 3차원 변환, 
카메라 이동, 조명, 오브젝트 렌더링과 같은 이론을 직접 적용하여 3D 게임을 개발해 본다. 또한 3D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3D 게임 제작 방법을 배운다.

MME4008 게임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for Games

이 강좌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응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과목이다. 특히, 
게임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의 응용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여러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과 연구 등을 학습한다.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Multimedia Database Processing

문자 숫자의 비즈니스 정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구성과 조직 방법, 저장 구조, 검색 기법을 학습한
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성 요소별 개념,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개념과 기본 설계방법, 데이터 언어의 개념과 종류, 저장 구조와 인덱싱 등을 
학습하며, 웹 DB 응용 방안과 정보 시각화,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 구성을 학습한다. 또 다른 정보의 
조직과 검출 방법으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학습한다. 이로써 전반적인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MME4013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Multimedia Operational Systems

멀티미디어 컴퓨팅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핵심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 체제의 역할, 동작 원리와 기능을 학습한다. 컴퓨팅 하드웨어의 주요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관리, 동기화, 메모리 관리 등을 학습한다. 본 과목을 통해 다른 고급 멀티미디어 시스템 과목과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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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023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Multimedia systems and applications

교육과 훈련, 오락용, 정보 서비스, 광고, 가상현실과 시뮬레이션 등과 같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구성하는 
기기,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미디어 종류 등에 따라 매우 폭 넓게 응용할 수 있다.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 형태를 창출하여 그 시스템을 설계해 보면서, 필요한 기본 이론과 구현 기술을 논의하면서 
멀티미디어 응용 능력을 키운다. 

MME4030 디지털사운드처리기초 Introduction to Digital Sound Processing

멀티미디어 중 음악, 음성, 음향 등의 소리를 신호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각종 기법을 
익히며, 고차원의 사운드 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샘플링 이론, 주파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한 신호변환
과 특정 성분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디지털 필터 등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음성 등의 사운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처리 기법을 이해한 후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한 실습으로 확인한다. 

MME4031 디지털사운드처리응용 Applications of Digital Sound Processing 

이미 학습한 기초적인 디지털변환, 디지털신호처리 이론, 디지털 필터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신호 믹싱(mixing), 디지털 필터링, 음성 생성 및 음성 인식 등을 C 나 C++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연습을 통해 프로그래머로서의 사운드 활용능력을 기른다.

MME4033 디지털영상처리기초 Introduction to Digital Image Processing

컴퓨터에 입력된 영상에 대해 질 개선, 경계선 또는 윤곽선 검출, 영역 검출, 영상 압축 및 복원 등의 
기초적인 처리 방식을 배우고 적합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로 적용해 본다. 또한 비디오의 
특성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간단한 편집 등의 실습을 행하여 작품 중의 영상에 대한 활용 능력을 기른다.

MME4034 디지털영상처리응용 Applications of Digital Image Processing

이미 배운 정지 영상에 대한 기초 수준의 처리 방식을 바탕으로 정지영상에 대한 중간 수준의 여러 가지 
처리 기법과 동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처리 방식을 익히고 이를 C 나 C++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연습을 통해 영상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MME4035 컴퓨터그래픽스응용 Applications of Computer Graphics

본 강의에서는 최신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고급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학생들은 쉐이딩 언어와 OpenGL을 이용하여 어떻게 고급 그래픽스 기술들을 프로그래밍
하는지, 그리고 버텍스 /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운다. 그 외에도 광선추적법, 범프 
맵핑, 환경 맵핑 등과 같은 고급 렌더링 기술들도 다룰 예정이다.

MME4045 멀티미디어음악입문 Introduction to Multimedia Music

컴퓨터의 대중화와 더불어 음악 및 음향에서도 컴퓨터의 사용이 활발해져 초보자들도 효과음향을 쉽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컴퓨터음악의 기초음향이론과 효과음향기술 
등을 이해하고 DSP (Digital Sound Processing) 기술 등을 연구하여 영상과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서의 음향창작 및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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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059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본 과목은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되는 가상현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들
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 감각기관의 특징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설계 원리들을 고찰될 것이다. 가상 
인터페이스와 가상 환경의 측면에서 의학,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구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응용 프로그램들도 분석될 것이다.

MME4061 차세대 플랫폼 프로그래밍 Next Generation Platform Programming

이 강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hone/iPod Touch에서 구동하
는 2D 및 3D 게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Objective-C와 iPhone SDK 그리고 OpenGL ES의 중요한 Feature
들을 강의를 통해 학습 및 개인 또는 팀 단위 게임 제작 프로젝트 수행하는 과목이다.  XCode에서 프로젝트
를 관리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리소스와 메모리를 관리하며 iPhone/iPod Touch의 특성을 살린 
흥미로운 Gameplay를 가지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MME4063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for Multimedia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나 일반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게임 개발에
는 많은 경험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게임 제작에 따른 여러 자원과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은 경비로 품질 좋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기법을 단계별로 학습하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을 익힌다.

MME4064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동작 원리를 익히고, 컴퓨터 네트워크 분석 및 설계 기법, 예제를 통한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법을 이해한다. 
또한 기존 온라인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활용된 기술들을 학습한다. 학습한 이론을 간단한 네트워크 프로그
래밍을 통해 구현해 봄으로써, 실제 온라인 게임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운다.

MME4065 2D그래픽디자인 2-D Graphic Design

게임화면의 그래픽(배경 및 캐릭터, 아이템, 오브젝트 등)에 관한 드로잉 및 원화작업 및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학습한다. 2D 게임그래픽에 필요한 배경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애니메이션, 조형 및 색체이
론 등에 관한 작업과 게임제작과정의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실습과 이론을 통해 학습한다. 

MME4066 3D그래픽입문 Introduction to 3-D Graphic

3차원 객체를 표현하는 폴리곤 모델링(polygon modeling), NURBS, 패치 모델링(patch modeling) 방법 
등을 배우고, 정의된 물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렌더링 기법 등을 익힌다. 그리고, 광원표현, 질감 
표현 등에 관해서 학습한다. 또한, 3차원에서의 캐릭터 모델링을 위한 기초에 관해서 배우고, 실습하여 
캐릭터 제작 능력을 키운다.

MME4067 3D그래픽디자인 3-D Graphic Design

3차원에서의 애니메이션 제작, 편집 방법, 특히, 3차원 key frame 애니메이션, motion path 애니메이션, 
dynamics 등의 애니메이션 테크닉과 실사의 동영상과 합성하는 방법 등을 배워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
를 수행한다. 또한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옥외, 실외 지형 제작 등을 배운다. 인터랙티브 게임의 애니메이
션 제작 및 배경 제작 방법을 배워 게임 디자인 능력을 키우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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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068 종합설계1 Integrated Design Project 1

이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졸업 작품을 만들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기준의 설정, 분석, 설계, 
시험, 결과 도출 등의 설계 과정과 관리 방법 등을 학습한다. 개인별 지도교수의 지도와 함께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MME4069 종합설계2 Integrated Design Project 2

이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졸업 작품을 만들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기준의 설정, 분석, 설계, 
시험, 결과 도출 등의 설계 과정과 관리 방법 등을 학습한다. 개인별 지도교수의 지도와 함께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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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현대 광고 산업은 21세기의 문턱에서 급변하는 추세

에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통합적 커뮤니케이

션의 역할 증대, 다양한 광고제작 기법의 등장, 그리

고 광고 산업에 대한 광고주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

여 미래 광고 산업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수립이 절실하다. 

광고.홍보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광고 산업의 성장과 

광고업계의 국제화 속에서 광고대행사와 홍보 관련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 광고 및 홍보인을 육성함

에 있다. 광고.홍보학 전공은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

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광고홍보기획, 광고홍

보 관리 및 광고제작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광고 및 홍보인 

양성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기개발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광고홍보학은 기업, 정부, 비영리조직, 개인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제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전

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

하여 공중 및 소비자와 소통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광고학의 출발은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마케팅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광고가 소비자의 심리를 적절

히 읽어 내 상품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광고와 홍보는 정치나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

활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광고학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가 늘었다는 점도 관련 학과의 성장 을 뒷받침한다. 

광고 홍보 대행사에서 광고 전문 기획자나 카피라이

터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광고 회 사

는 입사 시험에서 광고홍보학 전공자라고 해서 특별

히 우대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한 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학 시절에 각 기업

체의 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 

일반 기업체 홍보실에서 광고와 홍보 분야를 담당하

거나 조사 전문 기관에 들어가 조사 분석가로 활동하

는 길도 있다. 또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서 광고 담당

자로 활약하는 사람도 많다. 

사회가 분화·발전을 거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익 단체가 늘 것이므로, 광고와 

홍보의 역할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광고홍보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Abvertising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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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최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관리할 전문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광고학 전공에서

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

는데, 광고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진로방향은 다

음과 같다.

∙ 광고기획 전문가(Account Executive)

∙ 홍보기획 전문가(PR Professional)

∙ 시장분석 전문가(Market Analyst)

∙ SP 기획(Sales Promotion Planner)

∙ 매체계획(Media Planner)

∙ 일반 기업의 광고관련 관리자

∙ 일반 기업의 홍보 관련 관리자

 교수소개

조 형 오

전 공 분 야 광고학

세부연구분야 광고학 광고효과측정 및 광고심리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Texas(Austin)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exas(Austin)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박사

담 당 과 목 광고심리와 소비자행동 광고학입문 통합적커뮤니케이션 관리론

대 표 논 문

금연캠페인 전개 과정에 따른 흡연유형 분포의 구조적 변화 및 금연광고에 대한 반응 고찰: 2005~2006년도 
금연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공익활동 유형에 따른 소비자 인식의 차이가 제품광고에 대한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자선적 
공익활동과 기능적 공익활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공익활동의 유형이 기업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광고메세지에 대한 반응과정에 미치는 영향

김 봉 현

전 공 분 야 광고학

세부연구분야 광고학

학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홍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Michigan 주립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Alabama 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박사

담 당 과 목 광고전략입문 광고세미나

대 표 저 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매체속성과 광고연구에 관한연구

대 표 논 문

TV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로서의 PPL 운용 및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연구

디지털 쌍방향 데이터 방송환경에서의 방송광고 정책 및 과제: 인포머셜을 중심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디지털광고의 운용제도에 관한 연구: 광고실무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최 영 균

전 공 분 야 광고학

세부연구분야 뉴미디어, 모바일광고, 애드버게임, HCI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영문학과(전공) 영문 학사

석사학위과정 Michigan 주립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ichigan 주립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박사

담 당 과 목 광고학개론 뉴미디어광고 조사방법론

대 표 저 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매체속성과 광고연구에 관한연구

글로벌시대의 광고와 사회

대 표 논 문

Motivators for the intention to use mobile TV: A comparison of South Korean males and females

온라인 환경에서 시각화된 제품 경험이 소비자의 제품정보에 대한 신뢰감 형성 및 거래위험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

게임내간접광고(PPL)가 브랜드회상과 재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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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한

전 공 분 야 광고홍보학

세부연구분야 홍보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Syracuse대학(교) 홍보학과(전공) 홍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issouri(Columbia)대학(교) 광고홍보학과(전공) 광고홍보학 박사

담 당 과 목 홍보학개론 홍보전략론 홍보제작론

대 표 저 서 PR 기업의 역사

대 표 논 문

Agenda Setting and International News

대립하는 두조직간 쟁점관리 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자산으로서의 기업명성 가치연구

김 효 규

전 공 분 야 광고학

세부연구분야 광고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Texas(Austin)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exas(Austin)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박사

담 당 과 목 매체전략론 광고와인문학 조사방법론 Ⅱ
대 표 저 서

방송영상미디어의 이해

A Canonical Sequential Aggregation Media Model

대 표 논 문

지상파TV중간광고소비에 관한 인식연구: 광고회피 유형을 중심으로

게임내 간접광고(PPL)가 브랜드회상과 재인에 미치는 효과

An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for New Prime-Time Television Programs

박 우 덕

전 공 분 야 광고

세부연구분야 상업디자인

학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상업디자인학과(전공) 상업디자인 학사

석사학위과정 ◯◯대학(교) ◯◯학과(전공) ◯◯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대학(교) ◯◯학과(전공) ◯◯학 박사

담 당 과 목 광고아이디어발상법 광고캠페인연구 포트폴리오

윤 성 훈

전 공 분 야 홍보학

세부연구분야 정부 해외홍보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외교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Maryland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전공)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aryland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전공)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담 당 과 목 PR문장론 국제홍보론 홍보학개론

대 표 논 문

Softpower: From ethnic attraction on national attraction in sociological globalism.

Cultural consequences on excellence in public diplomacy.

Toward public relations theory-based study of public diplomacy: Tes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Excellence study.

최 유 진

전 공 분 야 홍보학

세부연구분야 건강홍보/보건커뮤니케이션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전공) 인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Florida대학(교) 홍보학과(전공) 매스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issouri(Columbia)대학(교) 언론학과(전공) 언론학 박사

담 당 과 목 홍보학개론 PR캠페인사례연구

대 표 저 서 Reducing Oral Cancer Disparities in Florida, 미국건강연구소

대 표 논 문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hilip Morris’s tobacco-related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unrelated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a comparative stud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smoke but I am not a smoker”: Phantom smokers and the discrepancy between self-identity and behavior.
Understanding Health Information Channel Use with Education and Self-efficacy for Heal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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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학사 2년 1

ADV2002 크리에이티브 입문 3 3 기초 학사 2년 1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 행동 3 3 기초 학사 2년 영어 1

ADV2004 프로모션 개론 3 3 기초 학사 2년 1

ADV2005 뉴미디어와 광고 3 3 기초 학사 2년 영어 2 연계전공

ADV2006 홍보학개론 3 3 기초 학사 2년 영어 1,2 연계전공

ADV2009 PR문장론 Ⅰ 3 3 기초 학사 2년 1

ADV2010 광고아이디어발상법 3 3 기초 학사 1~2년 1

ADV2011 광고와 인문학 3 3 기초 학사 2년 1,2 연계전공

ADV2012 광고학개론 3 3 기초 학사 1년 1,2 연계전공

ADV2013 공공정보캠페인 3 3 기초 학사 1~2년 영어 1

ADV4002 매체전략론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1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ADV4004 홍보제작론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1

ADV4005 카피라이팅 3 3 전문 학사 3~4년 1

ADV4007 포트폴리오(上) 3 3 전문 학사 3~4년 1

ADV4009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2 연계전공

ADV4013 광고세미나 3 3 전문 학사 3~4년 2

ADV4015 PR 캠페인 사례 연구 3 3 전문 학사 3~4년 2 연계전공

ADV4016 조사방법론 Ⅰ 3 3 전문 학사 3~4년 1

ADV4017 광고캠페인연구 3 3 전문 학사 3~4년 2 연계전공

ADV4018 조사방법론 Ⅱ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2

ADV4020 국제홍보론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1 연계전공

ADV4021 PR문장론 Ⅱ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2

ADV4022 포트폴리오(下) 3 3 전문 학사 3~4년 2

ADV4025 광고와 사회 3 3 전문 학사 3~4년 2

ADV4026 디지털 광고 제작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ADV4027 이슈 및 위기관리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광고기획자
과정

∙광고전략입문∙광고 심리와 소비자행동∙프로모션 개론∙조사방법론1∙뉴미디어와 광고

∙매체관리론∙광고캠페인 연구∙조사방법론2∙광고와 사회∙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브랜드 관리∙마케팅원론∙경영전략∙마케팅전략∙마케팅조사∙마케팅 커뮤니케이션∙소비자 행동론∙커뮤니케이션 전략론∙설득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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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광고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과정

크리에이티브 입문
광고 심리와 소비자행동

광고전략입문
조사방법론1

카피라이팅
광고 캠페인 연구
포토폴리오(상)
포트폴리오(하)

디지털 광고 제작론

비디오 제작기초
영화영상 미학
애니매이션 개론
스토리 텔링

그래픽 디자인 기술
광고카피론(문예창작과)

홍보전문가
과정

홍보학개론
광고 심리와 소비자행동

프로모션 개론
조사방법론1
PR문장론I

홍보전략론
홍보제작론
조사방법론2
광고와 사회

P.R 캠페인 사례 연구
통합적커뮤니케이션관리론 

PR문장론II
국제홍보론

마케팅원론
마케팅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론(신문방송학과)
정치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
커뮤니케이션론 
매스컴 문장연습
설득과 캠페인
미디어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전략론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경영학과 DBA2003 마케팅원론 3

경영학과 MGT404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3

경영학과 MGT4046 소비자행동론 3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ADV2001 광고 전략 입문 Introduction to Advertising Strategies

광고 계획서(Blue Print) 작성을 위한 과정을 소개한다. 환경 분석, 시장 및 소비자 분석, 광고 할 제품 
및 경쟁제품의 마케팅 전략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검토하며, 이러한 시장분석(Market Analysis)을 
통한 목표 소비자의 선정, 광고 목표의 설정, 광고 Creative 전략에 대한 기획 등을 다룬다.

ADV2002 크리에이티브 입문 Introduction to Creativity

광고 디자이너가 광고제작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Layout의 도구 및 기법을 소개하고 
Layout의 단계와 기초적인 Format을 소개한다. 디자인의 원리, 서체유형, 색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행동 Advertising Psychology & Consume Behavior

소비자의 광고반응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지심리 및 사회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다양한 광고 메시지의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한 심리적 분석능력을 도모한다. 아울러 광고심리가 광고기획 
및 광고제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감각을 배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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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2004 프로모션 개론 Introduction to Promotion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중 세일즈 프로모션 이벤트 마케팅을 위주로 그 기획 및 전략적 실행 방안에 
관하여 소개한다.

ADV2005 뉴미디어와 광고 New Media and Advertising

뉴미디어 환경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안에서 다양한 광고내용과 
형태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필두로 
모바일매체, 게임, 가상환경 등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성공캠페인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ADV2006 홍보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

홍보의 정의, 특징 및 역할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P.R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ADV2009 PR문장론 Ⅰ Public Relations Writing Ⅰ
홍보에서 필수적인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전통적인 신문매체 외에도 지상파방송, 뉴미디
어,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ADV2010 광고 아이디어 발상법 Advertising Ideas and Concepts

소비자,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학술하고 이에 다른 창의적인 광고 아이디어 발상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례연구와 토론을 진행한다. 

ADV2011 광고와 인문학 Advertising and Humanities

창의적인 광고인이 되기 위한 기초 지식과 이론을 쌓는 것을 목표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적 책읽기를 통하여 광고와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ADV2012 광고학 개론 Introduction to Advertising

광고 전공자를 대상으로 광고의 기초개념을 습득케 하고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등 광고산업 전반의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인지, 학습, 설득 등 소비자의 광고노출과 이에 대한 반응에 관련된 기본지
식을 함양케 하며,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헤드라인, 바디카피, 비쥬얼 등 광고에서의 크리에이티브 구현요
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룬다. 

ADV2013 공공 정보 캠페인 Public Information Campaign

어떤 방식으로 상업적, 사회적으로 캠페인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가를 가르친다. 어떻게 태도가 바뀌고 
의견이 생성되며 어떠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학습한다.

ADV4002 매체전략론 Media Planning Strategies

전략적인 매체 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매체 계획 수립을 위한 노출빈도, 도달범위, GRP, CPM 등의 기초개
념을 소개하고 매체 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과정을 소개한다. Media Mix, 목표시장 도달범위, 지역적 
도달범위, Scheduling, 광고예산의 고려 등 매체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고려사항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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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4003 홍보전략론 Public Relations Strategies

Public Relation의 정의, 특징 및 역할을 소개한다. Public Relation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과정을 고찰하
고, Public Relation과 다른 Promotion 활동과의 통합적 관리의 개요를 논의한다. 또한, Publicity의 
특징, 장.단점을 소개하며 기업광고의 목표 및 유형을 소개한다.

ADV4004 홍보제작론 Production for Public Relations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작문법과 영상물 등을 포함한 전반적 홍보제작과정을 소개한다.

ADV4005 카피라이팅 Copywriting

Copywriting의 실무과정으로 특정 제품이나 상표의 광고 문안을 실제로 작성해 모든 과목으로 Copy 
Platform의 개발을 기획한다. 또한 Copy Platform을 바탕으로 Headline, Sub-Head, Body-Copy 및 
Slogan을 실제로 개발하여 보는 과정이다.

ADV4007 포트폴리오 (上) Portfolio Ⅰ
포트폴라오라 함은, 학과 과정동안 제작한 광고물뿐만 아니라, 기획물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학기동안 수정하
고 다듬지 못한 것을 수정하여 upgrade시키고, 패키징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력서를 한글과 영문으
로 각각 제작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자기 자신의 capability를 한꺼번에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 진출 전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ADV4009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Integrated Communication Management

광고 원론의 상급 과목을 IMC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과정을 논의하고 
인쇄매체, 방송매체 및 기타 매체의 특징을 소개한 후,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Program
을 개발하는 과정을 논의한다.

ADV4013 광고세미나 Advertising Seminar

현대광고의 쟁점 및 최근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근 광고실무 및 연구의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주제 별로 광고이론 및 실무에 
대한 시사점 및 적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ADV4015 PR 캠페인 사례연구 P.R Campaign Cases Studies

기존에 배운 P.R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국내/외의 P.R 캠페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각 사례들로부터 성공적 
P.R 수립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DV4016 조사방법론Ⅰ Advertising & PR Research MethodsⅠ 
광고효과를 예측하고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조사디자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측정변수
와 척도, 표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의 해석 등 일련의 리서치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험, 서베이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과제를 통하여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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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4017 광고캠페인연구 Advertising Campaign Studies 

기존에 배운 광고이론을 토대로 하여 국내/외의 광고 캠페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각 사례들로부터 성공적인 
캠페인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DV4018 조사방법론Ⅱ Advertising & PR Research Methods Ⅱ
조사방법론 1에서 익힌 리서치 방법론을 바탕으로 광고홍보 관련 데이터 수집과정을 실습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초적인 통계적 방법론을 익히게 된다.

ADV4020 국제 홍보론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홍보 관리 시스템을 습득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홍보 프로세
스를 학습한다.

ADV4021 PR문장론Ⅱ Public Relations Writing 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영어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전통적인 신문매체 외에도 
방송, 뉴미디어,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ADV4022 포트폴리오(下) Portfolio Ⅱ
광고 제작물을 제작하고 비평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광고를 제작하며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광고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ADV4025 광고와 사회 Advertising and Society

광고가 개발, 집행되는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제도적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야기되는 윤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다룬다. 동시에 광고의 경제학적 가치 및 사회문화 전반적인 현상과의 관계를 다루게 된다.

ADV4026 디지털 광고 제작론 Production in Digital Advertising

TV 및 Radio 제작과정의 개요를 소개한다. 방송 광고의 제작 전 준비과정, 제작과정, 제작 후 과정을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조명, Graphic, Color 등의 Video 측면과 소리, 음악, 효과음악 등의 Audio 측면에 
관한 기초와 제작 후의 편집과정 등을 소개한다.

ADV4027 이슈 및 위기관리론 Issue and Crisis Management

이슈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개념, 과정, 사례연구 등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조소전공

연극학부

문예창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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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총괄 

1) 조형예술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익히고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창조적인 조형활동을 할 수 있는 

미술인을 양성한다.

2) 불교미술의 현대화, 대중화는 물론 불교문화재의 

보존, 조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설정과 전

문가의 양성에 매진한다.

3) 순수조형 예술에 심미적 기능을 산업과 연계시켜 

실용성 있는 디자인에 신 개념을 창출한다.

4) 전통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연마시켜 전문인

으로 양성한다.

5)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의 응용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순수미술과의 결합을 통한 

신디자인 개념을 창출한다.

2. 전공별 교육목표

1) 불교미술전공

동양문화의 진수이자 한국문화의 근간인 불교미술

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야하는 특수분야로 불교미

술개론, 불교회화론, 불교건축 탑파론, 불교조소론, 

박물관학, 한국미술사, 불교공예론, 동양미술사, 불

교미술실기 등을 교육한다. 특히 미술 일반은 물론 

불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의 전통문화, 문

화재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한다.

2) 한국화전공

한국화 전공 교육은 전통예술의 계승은 물론 새로운 

미술창작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양의 전통

의 심미의식에 대한 이해와 기법의 연마를 통하여 

미의식과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건

사물에 대한 감수 능력을 길러 자기창작을 실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3) 서양화전공

대상을 재현하는 사실적 회화로부터 추상 및 개념미

술, 설치 및 영상매체를 이용한 표현등 여러 유파의 

조형적 실험을 경험한다. 저학년때는 사물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고학년때는 주관적 해석

과 함께 뉴미디어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신조형 창출

에 관심을 갖게 한다.

4) 조소전공

이론과 실기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입체에 

대한 개성적, 창의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작품에 대한 비평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조소전공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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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불교미술을 포함한 일반미술의 학문 경향은 부단한 

진로모색과 새롭고 참신한 미술이념의 다양한 개발

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의 문제는 인간의 

영원한 과제이므로 불교미술은 물론 일반미술의 학

문적 성취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작가, 미술비평가, 큐레이터, 기고가, 의상디자이

너, 웹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방송영상편집, 영화

미술전반, 인테리어디자이너, 학예연구사, 문화재 

관리사, 불교미술기술자, 불교미술기능자, 불교미

술 사원 설계감독자

 불교미술전공 교수소개

김 창 균

전 공 분 야 불교미술

세부연구분야 불교회화사, 불교공예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 미술학사

석사학위과정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불교회화실기 불교미술개론 불교금속미술론특수연구 불교회화론

대 표 저 서

불교회화의 감정
한국불교미술대전 불교공예 (공저) 범어사 (공저)

개인전 4회 단체전 30회

대 표 논 문

한국 청동은 입사향완의 연구

조선조 인조-숙종대 불화 연구

화승 신겸파 불화의 연구

 한국화전공 교수소개

김 대 열

전 공 분 야 동양회화

세부연구분야 한국화 ‧ 미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전공) 미술 학사

석사학위과정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미술학과(전공) 예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단국대학(교) 사학과(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화실습 수묵채색화 현대회화 화론연구

대 표 논 문

｢선적사유와 심미교육의 접근성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24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선종과 시･화의 결합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17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선종의 출현과 문인의 심미의식｣, 한국불교학 제33집, 한국불교학회, 2003

개 인 전  및 

단 체 전

개인전 11회

단체전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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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화전공 교수소개

오 원 배

전 공 분 야 서양화

세부연구분야 서양화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서양화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미술교육  석사

박사학위과정 대학(교) 학과(전공) 학 박사

담 당 과 목 드로잉연구 서양화 서양화 창작실기

개 인 전

1986 동덕미술관(서울) 1989 국립현대미술관(과천) 1992 갤러리 서미(서울) 
1993 조선일보미술관(올해의 젊은작가전) 
1998 조선일보미술관(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1999 문화예술회관(인천) 2001예술의전당(서울) 2002 씨떼 데자르(파리)
2003 금호미술관(서울) 2007 아트사이드(서울) 2008 리씨 갤러리(서울)

단 체 전

1986 살롱드메(그랑빨레) 1986 살롱레알리떼 누벨(그랑빨레) 
1988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1989 아시아현대미술전(후꾸오까 시립미술관)
1992 까뉴국제회화제(까뉴) 1995 서울 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2006 한국현대미술 100년전(국립현대미술관) 2010 젊은 모색전(국립현대미술관)
2010 드로잉 30년전(소마미술관) 등 300회

오 병 욱

전 공 분 야 서양화

세부연구분야 서양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회화과(서양화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을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서양화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Paris VIII 대학교 Arts Plastiques(미술이론전공) 박사

담 당 과 목 기초서양화1 기초서양화2 서양화 1 서양화 2

대 표 저 서

1995-2010 개인전 12회, 수 십회 단체전

서양미술의 이해, 일지사, 1994, 한국현대미술의 단면, 일지사, 1995

번역서 : 미술이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4

대 표 논 문

한국적 미에 대한 오해, 미술의 이론과 실천, 학고재, 2004

조선미술전람회 연구, 서양미술사학회, 1994

중국산수화와 서양 풍경화의 비교연구, 1988, 박사학위 논문

 조소전공 교수소개

김 황 록

전 공 분 야 조소

세부연구분야 조소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소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소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대학(교) 학과(전공) 학 박사

담 당 과 목 금속조2 기초소조1 조소창작연구 혼합조각연구2

개 인 전 

및

단 체 전

개인전8회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2010), 2010 福祿壽 국제 비엔날레 (대만, 2010)
Floating Petal(신세계 미술관, 2010), 김종영조각상 역대 수상작가전(김종영 미술관, 2009)
Nature Borne( Singapore, Botanic Gardens, 2009), 경계전(광주시립미술관, 2009)
봄날은 간다(광주시립미술관, 2008), Pure Mass전 (서울시청 광장, 2007)
경기도 미술관 기획초대 “공간을 치다” (경기도 미술관, 2007)
북경아트페어 (뻬이징, 중국, 2006), 모란을 거쳐 간 사람들 (모란미술관, 2005)
토탈미술상 수상작가전(1997, 토탈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젊은 모색”전(1994,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 신세대 흐름전-자연과 대화(1994, 문예진흥원), “이작가를 주목한다” 평론가 선정(1994,동아갤러리)
로고스 파토스전 외 다수

수 상

중앙미술대전 조각부문 최우수상 (호암갤러리, 1992)
모란미술대상(모란미술관, 1995)
토탈미술상 (토탈미술관, 1997)
김종영조각상 (우성 김종영 기념사업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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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이 론 실 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IDP2002 드로잉1 2 1 2 공통과목 1~2 1

IDP2009 서양미술사 2 2 공통과목 1~2 1

IDP2003 드로잉2 2 1 2 공통과목 1~2 2

IDP2012 판화1 2 1 2 공통과목 1~2 1

IDP2011 조형론 2 2 공통과목 1~2 1

IDP2006 불교미술개론 2 2 공통과목 1~2 1

IDP2004 미술해부학 2 2 공통과목 1~2 1

IDP2017 색채와디자인 2 1 2 공통과목 1~2 1

IDP2013 판화2 2 1 2 공통과목 1~2 2 

IDP2014 한국미술사 2 2 공통과목 1~2 2

IDP2007 불교회화론 2 2 공통과목 1~2 2

IDP2016 현대미술론 2 2 공통과목 1~2 2

BUA2001 기초불교미술1 2 4 기초 1~2 1 팀티칭

BUA2002 기초불교미술2 2 4 기초 1~2 2 팀티칭

BUA2007 불교회화실습1 4 6 기초 1~2 1 팀티칭

BUA2009 불화모사수복실기 2 4 기초 1~2 1

BUA2008 불교회화실습2 4 6 기초 1~2 2 팀티칭

BUA2010 단청실습 2 3 기초 1~2 2

BUA4009 불교회화1 4 6 전문 3~4 1 팀티칭

BUA4010 박물관학과실습 2 2 1 전문 3~4 1 팀티칭

BUA4008 불교조소론 3 3 전문 3~4 1

BUA4011 불교회화3 4 6 전문 3~4 1 팀티칭

BUA4012 불교건축론과보수 2 2 1 전문 3~4 1 팀티칭

BUA4013 불교회화2 4 6 전문 3~4 2 팀티칭

BUA4014 불화표현기법 2 4 전문 3~4 2 팀티칭

BUA4001 불교공예론 3 3 전문 3~4 2

BUA4015 불교회화4 4 6 전문 3~4 2 팀티칭

BUA4016 불화불상론과실습 2 1 2 전문 3~4 2 팀티칭

PAI2015 기초회화1 2 3 기초 1~2 1

PAI2016 기초회화2 2 3 기초 1~2 2

PAI2007 회화1 2 3 기초 1~2 1

PAI2011 드로잉연구1 2 3 기초 1~2 1

PAI2013 조형실기1 2 3 기초 1~2 1

PAI2008 회화2 2 3 기초 1~2 2

PAI2012 드로잉연구2 2 3 기초 1~2 2

PAI2014 조형실기2 2 3 기초 1~2 2

PAI4019 회화3 2 4 전문 3~4 1

PAI4010 현대조형1 2 3 전문 3~4 1

PAI4011 영상연구 3 3 전문 3~4 1

PAI4015 미디어연구1 2 3 전문 3~4 1

PAI4021 회화5 2 4 전문 3~4 1

PAI4012 서양화창작실기1 2 3 전문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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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이 론 실 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PAI4017 혼합매체1 2 3 전문 3~4 1

PAI4020 회화4 2 4 전문 3~4 2

PAI4013 현대조형2 2 3 전문 3~4 2

PAI4001 미술비평론 3 3 전문 3~4 2

PAI4016 미디어연구2 2 3 전문 3~4 2

PAI4022 회화6 2 4 전문 3~4 2

PAI4014 서양화창작실기2 2 3 전문 3~4 2

PAI4018 혼합매체2 2 3 전문 3~4 2

SCU2003 기초조소1 2 3 기초 1~2 1

SCU2004 기초조소2 2 3 기초 1~2 2

SCU2011 소조1 2 3 기초 1~2 1

SCU2002 석조 2 3 기초 1~2 1

SCU2013 재료기법1 2 3 기초 1~2 1

SCU2012 소조2 2 3 기초 1~2 2

SCU2015 목조 2 3 기초 1~2 2

SCU2014 재료기법2 2 3 기초 1~2 2

SCU4015 소조3 2 3 전문 3~4 1

SCU4009 혼합조각 2 4 전문 3~4 1

SCU4010 서양조각사 3 3 전문 3~4 1

SCU4019 금속조1 2 3 전문 3~4 1

SCU4017 소조5 2 3 전문 3~4 1

SCU4011 조소창작실기 2 3 전문 3~4 1

SCU4021 혼합조각연구1 2 4 전문 3~4 1

SCU4016 소조4 2 3 전문 3~4 2

SCU4012 설치와매체 2 4 전문 3~4 2

SCU4013 동양조각사 3 3 전문 3~4 2

SCU4020 금속조2 2 3 전문 3~4 2

SCU4018 소조6 2 4 전문 3~4 2

SCU4014 현대작가세미나 2 3 전문 3~4 2

SCU4022 혼합조각연구2 2 3 전문 3~4 2

KOP2001 기초한국화1 2 3 기초 1~2 1

KOP2002 기초한국화2 2 3 기초 1~2 2

KOP2010 한국화실습1 2 3 기초 1~2 1

KOP2003 서예 2 3 기초 1~2 1

KOP2013 인물화연구 2 3 기초 1~2 1

KOP2012 한국화실습2 2 3 기초 1~2 2

KOP2008 문인화 2 3 기초 1~2 2

KOP2014 선묘연구 2 3 기초 1~2 2

KOP4015 형상표현1 2 4 전문 3~4 1

KOP4011 회화표현기법 2 3 전문 3~4 1

KOP4001 동양미술사 3 3 전문 3~4 1

KOP4017 산수화연구 2 3 전문 3~4 1

KOP4019 수묵채색화1 2 3 전문 3~4 1

KOP4012 한국화창작실기1 2 4 전문 3~4 1

KOP4021 현대회화1 2 3 전문 3~4 1

KOP4016 형상표현2 2 4 전문 3~4 2

KOP4013 회화재료기법 2 3 전문 3~4 2

KOP4002 미학 3 3 전문 3~4 2

KOP4018 색채조형 2 3 전문 3~4 2

KOP4020 수묵채색화2 2 3 전문 3~4 2

KOP4014 한국화창작실기2 2 4 전문 3~4 2

KOP4022 현대회화2 2 3 전문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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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각 전공 기초교육과목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드로잉 1,2

불교미술개론

각 전공 전문교육과목

영상연구, 설치와 매체,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현대문학사, 현대조형, 
세계문학특강, 불화표현기법

B트랙
(미술 교육자)

기초불교미술 1,2
기초한국화 1,2
기초회화 1,2
기초조소 1,2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판화
현대미술론

색채와 디자인

불교회화실습 1~2
불교회화 1~4
한국화실습 1~2

회화 1~6
소조 1~6

미학

불교미술개론
불교회화론
불교조소론

기초한국화 1,2
기초회화 1,2
기초조소 1,2
미술비평론

조형론, 영상연구
현대조형

C트랙
(이론가 및 

미술 관계기관종사)

각 전공 기초교육과목
색채와 디자인

판화,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현대미술론
불교조소론
불교회화론

불교회화 1~4
한국화창작실기 1~2

회화 1~6
조소 1~6

회화표현기법
회화재료기법

미학, 동양미술사

영상연구, 세계영화사
현대조형, 예술론

광고카피론, 현대문학사
미술비평론, 박물관학 실습
불교공예론, 불교건축론과 

보수

D트랙

복수전공트랙

각 전공 기초교육과목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불교미술개론
현대미술론
조형론

미술해부학
드로잉1
판화1

불교회화실습 1~2
불교회화 1~4

한국화창작실기 1~2
불화표현기법
회화표현기법
산수화연구

수묵채색화 1~2
동양미술사
동양조각사
불교회화론
불교조소론
불교공예론

현대회화 1~2
회화 3~6
소조 4~6

미술비평론
영상연구
예술론

현대문학사
현대조형 1~2

불교건축론과 보수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불교미술전공

BUA4008 불교조소론 3

BUA4010 박물관학과 실습 2

BUA4016 불화불상론과 실습 2

BUA2009 불화모사수복실기 2

한국화전공

KOP4001 동양미술사 3

KOP2014 선묘연구 2

KOP4011 회화표현기법 2

KOP2013 인물화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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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서양화전공

PAI4001 미술비평론 3

PAI4015 미디어연구1 2

PAI4017 혼합매체1 2

PAI4011 영상연구 2

조소전공

SCU4013 동양조각사 3

SCU4012 설치와 매체 2

SCU4010 서양조각사 2

￭최대 인정 학점 : ( 7 ) 학점

 교과목 해설

IDP2002 드로잉 1 Drawing 1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을 기르고 동, 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습득한다. 아울러 평면적
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IDP2009 서양미술사 History of Western Art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명의 미술양식들과 시대적으로 중요한 여러 종류의 미술양식들의 
전개와 특성을 학습한다

IDP2003 드로잉 2 Drawing 2

(드로잉1)의 계속

IDP2012 판화 1 Print Making 1

목판, 석판, 엣칭, 실크스크린, 콜로그라피등의 표현성과 그라픽에 대한 접근이다. 여러 판 종이 있으나 
수업 기간의 여건상 동판을 중심으로 기초표현 기법을 습득하고, 자유제작을 통하여 판화를 통한 간접표현 
방식으로 조형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IDP2011 조형론 Theory of Plastic Arts

시각현상에 관한 제 원리의 기본관계를 연구하고, 그 원리를 분석, 종합, 응용할 수 있는 조형의식을 
함양한다.

IDP2006 불교미술개론 Introduction to Buddist Art

인류가 남긴 최고 걸작의 유산이자 종교미술의 극치라고 평가되는 불교미술을 조각, 회화, 건축, 공예 
등 4분야로 나누어 그 형식이나 내용, 의미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 아름다움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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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IDP2004 미술해부학 Art Anatomy

인체의 유기적인 구성미를 관찰하고, 작품상에 구현된 인체미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미적인 표현 능력을 
습득한다.

IDP2017 색채와 디자인 Color and Design

색은 조형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색채의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및 다양한 변용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여 각 분야에 걸친 색 응용을 탐구한다.

IDP2013 판화2 Print Making2

1학기 수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판 종의 선택(동판,목판,석판,스크린,프린트)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학기의 판 종을 계속 진행하여 표현의 밀도를 높이고 판화예술을 이해하고 현대미술 
표현과 접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DP2014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선사시대 미술 즉,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비롯하여 역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발생한 한국 고유의 미술문화인 회화, 조각, 공예, 건축의 양식 발달과 변천과정을 
올바르게 이해 증진시키며,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적 얼과 전통성을 찾고자 한다. 

IDP2007 불교회화론 Theory of Buddist Painting

불상과 함께 중요한 불교회화의 도상의 미와 내용, 미양식과 역사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인도,중국,동남아시아,한국 등의 대표작품을 도판과 슬라이드를 통하여 강의하며, 현장실습도 겸한다.

IDP2016 현대미술론 Theory of Contemporary Art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미술사의 기초개념을 학습하고 현대미술의 필수적인 이론 및 주요개념을 연구한다.

BUA2001 기초불교미술 1 Fundamental Buddhist Art1

불교미술실기의 기초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도상의 구도, 행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좀 더 
익히며 재료의 사용법도 다시 숙지하는 실습을 행한다.

BUA2002 기초불교미술 2 Fundamental Buddhist Art2

불교미술실기의 기초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도상의 구도, 행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좀 더 
익히며 재료의 사용법도 다시 숙지하는 실습을 행한다.

BUA2007 불교회화실습 1 Buddhist Painting1

불교미술의 초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도상구도, 행태, 색채, 선, 무늬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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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2009 불화모사수복실기 Copying and Restoration

대표적인 불교미술을 모사실측하고 파손된 것을 수리 복원하는 기술을 이론과 실제를 통해 학습한다.

BUA2008 불교회화실습 2 Buddhist Painting2

불교미술의 초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도상구도, 행태, 색채, 선, 무늬 등의 기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BUA2010 단청실습 Danchang

불교사원 건물의 내외를 장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는 단청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습득하게 한다.

BUA4009 불교회화1 Buddhist Art1

불교미술실기의 중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동상의 구도, 행태, 색채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습한다. 아울러 현대감상 불화의 기초단계도 학습한다.

BUA4010 박물관학 실습 Theory of Museum

인류가 남긴 미술, 고고역사, 과학기술은 물론 동·식물, 천체, 우주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유산을 
수집, 보관, 연구하고 이를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동·식
물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본 강좌에서는 특히 미술박물관의 특징과 실습, 전시와 행정 등에 중점을 
두고 학습한다.

BUA4008 불교조소론 Theory of Buddhist Sculpture

불교미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인 불교작가의 도상내용과 의미, 미양식과 역사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한다.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대표작품을 도판과 슬라이드를 통하여 비교하여 강의 방법을 
택하여, 현장실습도 겸한다.

BUA4011 불교회화3 Buddhist Art3

불교미술의 고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을 (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졸업작품의 기초를 마련한다.

BUA4012 불교건축론과 보수 Theory of Buddhist Architecture

불교사원과 불탑의 기원과 전개, 도상내용과 미양식을 슬라이드, 도판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보수의 이론과 실습도 겸한다.

BUA4013 불교회화2 Buddhist Art2

불교미술실기의 중급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습한다. 아울러 선화 같은 감상화의 기법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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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BUA4014 불화표현기법 Buddhist Painting and Danchang

불화의 제작기법을 익히고, 다양하게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BUA4001 불교공예론 The Theory of Industrial Art

불교공예는 일종의 종교 고예로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공예와 엄연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공예역시 점차로 변형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의 쓰임새도 규정되어 있으나 점차로 그 의의를 망각하
므로 올바른 종교 공예에 대한 이해 증진에 목표를 둔다. 

BUA4015 불교회화4 Buddhist Art4

불교미술실기의 마지막 단계인 졸업작품의 내용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를 완성도 높게 실습하여 
졸업작품을 완성한다.

BUA4016 불화불상론과 실습 Practical talant in the Buddhist Art

새로운 불화불상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실제로 탐구한다.

PAI2015 기초회화1 Fundamental Painting1

회화에 있어 기본적인 조형원리를 익히고 기본적인 재료를 활용하는 기법과 회화의 개념적인 것들을 배운다.

PAI2016 기초회화2 Fundamental Painting2

회화에 있어 기본적인 조형원리를 익히고, 회화의 원천과 목적, 그 가능성을 전통과 현대에서 추구한다. 
다양한 표현을 위하여 여러 사조에 대한 관심도 갖는다.

PAI2007 회화1 Painting Practice1

서양화의 특징, 재료에 대해 익히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 파악과 톤(tone)에 대한 감각을 익힘 
인물의 표현 등을 중심으로 서양화 기법의 기초를 익힌다.

PAI2011 드로잉연구1 Studies on Drawing1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을 기르고, 동·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 습득한다. 아울러 
평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PAI2013 조형실기1 Plastic Art1

재료에 대해 익히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 파악과 톤(tone)에 대한 감각을 익히며 인물의 표현 등을 
중심으로 서양화 기법의 기초를 익힌다.

PAI2008 회화2 Painting Practice2

회화의 매체와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며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대상의 표현능력과 기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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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2012 드로잉연구2 Studies on Drawing2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을 기르고 동·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 습득한다. 아울러 평면
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PAI2014 조형실기2 Plastic Art2

매체와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대상의 표현 능력을 함양한다.

PAI4019 회화3 Painting Practice3

오브제의 이용, 비구상회화의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가 이론적 바탕이 된다.

PAI4010 현대조형1 Modern mixed media workshop1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작업의 미학적 특질을 이론과 실기로서 이해하고, 여러 매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험한다.

PAI4011 영상연구 Studies on Image

현대와 같은 복합예술시대에 영상이 매우 중요한 작품의 매체가 되므로, 사진예술을 중심으로 예술개념을 
학습하고 기술적 방법 훈련과 조형화 작업을 훈련한다.

PAI4015 미디어연구1 Media study1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PAI4021 회화5 Painting Practice5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주제의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AI4012 서양화창작실기1 Creative practice of Painting1

현대회화의 새로운 예술정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실험을 통한 독창적인 양식을 추구하여, 
졸업 후 개성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인도한다.

PA4017 혼합매체1 Multi medial1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주제의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AI4020 회화4 Painting Practice4

오브제의 이용, 비구상회화의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추상표현주의, 엥포르멜, 미니멀리즘, 팝아트가 이론적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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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AI4013 현대조형2 Modern mixed media workshop2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 작업의 미학적 특질을 이론과 실기로써 이해하고, 여러 매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험한다.

PAI4001 미술비평론 Critical issues in Art

현대 동서양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평과 미학원리, 예술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살피며 
비평의 과제와 작품을 연구하여 개인의 작품세계를 넓힌다.

PAI4016 미디어연구2 Media study2

현대미술의 개념을 인지한 가운데 다양한 창작실험과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PAI4022 회화6 Painting Practice6

근대 이후 현대의 모든 미술의 흐름을 연구, 발표, 감상, 토론을 통한 학습과 어떤 주제나 어떤 사조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적인 작품제작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AI4014 서양화창작실기2 Creative practice of painting2

현대회화의 새로운 예술정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실험을 통한 독창적인 양식을 추구하여, 
졸업 후 개성 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인도한다.

PAI4018 혼합매체2 Multi medial2

주제나 어떤 사조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적인 작품제작을 통해 창의 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SCU2003 기초조소1 Fundamental Sculpture1

인체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조형감각을 학습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연구한다.

SCU2004 기초조소2 Fundamental Sculpture2

인체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조형감각을 학습하며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구상적 표현을 학습·심화한다.

SCU2011 소조1 modeling1

점토를 매체로 사실적인 인체 표현을 연구한다.

SCU2002 석조 Stone sculpture

구상 또는 추상형태를 주제로 석재의 특성에 따라 기법의 다양한 방법과 조각성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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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2013 재료기법1 Material study1

점토속성을 통하여 그 형태 및 기법을 연구한다. 다양한 재료를 매체로 그 기법과 물성을 연구한다.

SCU2012 소조2 modeling2

소조1의 심화과정

SCU2015 목조 Wood sculpture

구상 또는 추상형태를 주제로 목재의 특성에 따라 기법의 다양한 방법과 조각성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SCU2014 재료기법2 Material study2

재료기법1의 심화과정

SCU4015 소조3 modeling3

점토를 매체로 다양한 인체 표현을 연구한다.

SCU4009 혼합조각 Combined carving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한 다양한 조각의 기법을 연구한다. 

SCU4010 서양조각사 History of western sculpture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양조각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전개의 특성과 배경을 고찰한다.

SCU4019 금속조 1 Metal work1

금속을 재료로 그 기법과 물성을 연구한다.

SCU4017 소조5 modeling5

점토를 매체로 다양한 인체 표현을 연구한다.

SCU4011 조소창작실기 Creation practice of sculpture

모색가능한 방법과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작품개념을 추구한다.

SCU4021 혼합조각연구 1 Combined sculpture1

혼합조각의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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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SCU4016 소조4 modeling4

소조3의 심화과정

SCU4012 설치와매체 Installation and media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연구하고 실제 작업을 통해 응용한다.

SCU4013 동양조각사 History of Eastern sculpture

동양조각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전개의 특성과 배경을 고찰한다.

SCU4020 금속조 2 Metal work2

금속조1의 심화 과정

SCU4018 소조6 modeling6

소조5의 심화과정

SCU4014 현대작가세미나 Seminar about contemporary sculpture

현재 활동중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연구한다.

SCU4022 혼합조각연구 2 Combined sculpture2

혼합조각연구1의 심화과정 

KOP2001 기초한국화1 Fundamental Korean Painting1

재료의 특성과 용구의 활용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연습한다.

KOP2002 기초한국화2 Fundamental Korean Painting2

소제·주제에 따른 표현방법을 습득시키고 필묵 운용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

KOP2010 한국화실습1 Korean Painting1

전통회화 교수법인 모사 방법을 통하여 회화정신 및 기법을 익히고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전통의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KOP2003 서예 Calligraphy

문자예술인 서예의 훈련을 통하여 전통 문화를 인식하고 조형 능력과 창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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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2013 인물화연구 Image of character study

전통회화의 인물화 표현 방법과 정신성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시대상에 반영하여 인물화 창작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KOP2012 한국화실습2 korean Painting2

한국화 실습1의 심화과정으로 필묵의 기법, 설치의 방법 등 깊이 있게 체득하여 전통회화의 표현 능력을 기른다.

KOP2008 문인화 Literati paintings

전통 문인화 양식의 형성과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기법의 연마를 통하여 시대예술로 이끈다.

KOP2014 선묘연구 Lines of picture study

동양회화의 기본적 표현방법인 선조(線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연마를 통하여 회화 창작의 
기량을 넓히고 자기창작에 활용하도록 한다.

KOP4015 형상표현1 Image Behaviour1

자연과 인간사회에서 얻어지는 미적 이미지를 시각언어로 표출함에 있어 동양회화의 정신과 기법을 확대하
여 깊이있는 표현능력을 기른다.

KOP4011 회화표현기법 Presentation Techniques

각종 재료와 용구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실습하고 새로운 표현 효과를 얻어 창작에 적용한다.

KOP4001 동양미술사 History of Eastern Art

동양회화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중국 회화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한국, 일본 등과의 영향관계를 인식한다.

KOP4017 산수화연구 Landscape

전통 산수와의 창작정신과 준법 수지법등의 표현방법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현대 산수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KOP4019 수묵채색화1 Ink and color picture 1

기초과정에서 습득하고 연마한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시각 언어를 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KOP4012 한국화창작실기1 Creation Practice of Korea Painting 1

기존의 기법, 기교의 한계를 뛰어 넘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연마한다



613

11KOP4021 현대회화1 Contemporary Art 1

자연과 인간사회에서 얻어지는 미적 이미지를 시각언어로 표출함에 있어 동양회화의 정신과 기법을 확대하
여 깊이 있는 표현 능력을 기른다.

KOP4016 형상표현2 Image Behaviour2

형상표현1의 심화과정으로 객관대상과 주관 감정의 조화를 유도하여 사물에 대한 인식과 표현능력의 폭을 
확대한다.

KOP4013 회화재료기법 Painting material and Techniques

주제에 따른 재료용구를 선택하여 자기 표현력을 기른다.

KOP4002 미학 Aesthetic

동서미학의 이해를 통하여 미적 인식 능력과 지적 사유능력을 기른다.

KOP4018 색채조형 Color modeling

동양 전통의 색채의 활용과 시각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기 실습을 통해 자기 창작으로 이끈다.

KOP4020 수묵채색화2 Ink and color picture 2

수묵채색화1의 심화과정

KOP4014 한국화창작실기2 Creation Practice of Korea Painting 2

한국화창작실기1의 심화과정

KOP4022 현대회화2 Contemporary Art2

현대회화1의 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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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연극 및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예술분야는 연기, 연

출, 극작, 무대미술, 기획 등의 각 요소들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일 뿐 아니라 20세기 말 이래 미디어 광고, 

연예 오락 등 각종 기술, 산업 현장과의 다양한 연계

를 통해 날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연극학부

는 이런 연극예술 본연의 위상을 존중하고 아울러 

신속히 변화해가는 시대적 흐름 속의 연극의 위치를 

재정립하면서 학부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하고 있다. 첫째, 전문 직업배우의 양성, 둘째, 공연 

예술 창작 현장의 각 분야 전문 공연예술가의 양성, 

셋째, 공연예술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넷째, 

대학원 중심의 연극 전문가 및 연극학자의 배출이다. 

1. 전문 직업 배우의 양성

배우 예술은 연극 및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예술 창작

의 핵심 분야일 뿐 아니라 영화 및 TV드라마 산업의 

근간을 이룬다. 연극학부는 무엇보다 이러한 연기 

예술 분야를 특성화하여 전문적인 연기자들을 집중

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기를 위한 음

성, 신체 등 각종 기초훈련 및 성악과 무용 실기를 

통한 기초 역량의 연마, 희곡의 분석과 해석에 기초

한 인물 구축과 역 창조, 제작 실습을 통한 현장경험, 

TV, 영화, 광고 등의 영상연기를 위한 매체 적응의 

기술, 연극사 및 비평이론을 통한 배경적 지식의 습

득 등 연기예술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교육을 통해 

유능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전천후 다매체 

연기자를 배출한다. 

2. 전문 공연 예술가의 양성

최근 공연 예술은 지금까지의 순수 연극 이외에도 

대형 뮤지컬, 각종 이벤트 등 그 범주를 확장해가고 

있다. 연극학부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는 공연예술 

창작 현장에서 요구되는 각종 무대예술가들-연출

가, 디자이너, 무대감독, 공연기획 및 제작자, 작가

를 배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극문학에 대한 심

층적 교육, 각종 연출의 개념설정과 현장 방법론, 

무대 디자인과 각종 극장 기술들을 제작실습을 중심

으로 상호 연계적 교육을 실시해 공연 창작에 필수적

인 각 분야의 전문 무대 예술인들을 배출한다. 

3. 공연 예술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미디어, 영상, 광고, 연예오락 등 각종 산업과 연계

된 공연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의 배출 역시 

연극학부가 설정한 주요 목표의 하나이다. 특히 공

연예술 창작에 관한 방법과 기술들을 공연적 고부가

가치 산업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

을 교육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정치 및 문화 이벤트, 

오락 및 연예산업 분야 등의 기획 및 연출, 진행자로

서의 전문인을 양성한다. 

4. 대학원 중심의 연극전문가 및 연극학자의 배출 

기존의 대학원 연극학과(석·박사) 및 영상대학원에 

연극학부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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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되어있는 전문대학원 체제(공연예술학과, M.F.A

과정)와의 수직연계교육을 통해서 한국 연극의 정체

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연극학자를 육성하며, 현장에

서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 공연예술인을 배출할 계획

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오랜 전통위

에서 인성의 창조적 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연극 및 뮤지컬분야는 끊임없는 탐구와 개척의 대상

이다. 연극 및 뮤지컬은 극문학(희곡)을 근간으로 연

기, 연출, 무대미술, 조명, 기획 등의 독립된 전문분야

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다. 특히 20세기말 이래 미디

어, 광고, 연예오락 분야등의 각종 기술, 산업현장과

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연극의 영역은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 정보기술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전문분야의 창출은 더욱 가속화되어질 전망이다

 졸업 후 진로

 연극학부의 교육은 순수연극을 비롯해서 뮤지컬, 

각종 이벤트 뿐 아니라 현대 정보기술사회의 총아인 

각종 영상, 이미지, 광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연극배우 및 영화나 TV나 각

종 매체의 연기자, 연출가, 무대미술가, 무대기술

자, 기획자, 평론가, 학자로 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학생들은 4년간의 학업기간 동안 다양

한 교육의 기회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진정

한 가능성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냉철히 점검해보아

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연극학부라는 둥지 안에서 

자유롭게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탐구

와 외부를 향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할 것이다.

 교수소개

장 한 기 명예교수

전 공 분 야 한국 및 동양연극

학 위 동국대학교 문학 박사

대 표 저 서

한국연극사

새로 쓴 세계연극사

연극학 개론

안 민 수 석좌교수

전 공 분 야 연출 및 연기

학 위 (미)하와이대학교 연극학 석사

대 표 저 서

연극연출

연극적 상상 창조적 망상

배우수련

김 흥 우 명예교수

전 공 분 야 한국연극 및 극작

학 위 동국대 문학석사

대 표 저 서

배우술 핸드북

한국의 지역축제

한국의 놀이와 축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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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방 옥

전 공 분 야 연극이론

세부연구분야 연극비평

학사학위과정 홍익대 서양화과 문학석사

석사학위과정 Arizona주립대 연극학과 연극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이화여대 국문학과 문학박사

대 표 저 서

<격변기의 한국연극:신의 아그네스에서 마당극까지>

<열린 연극의 미학>1997

<21세기를 여는 연극 : 몸, 퍼포먼스, 해체>2003

대 표 논 문

“오태석 연구”
“퍼포먼스론”
“몸의 연기론 Ⅰ,Ⅱ

신 영 섭

전 공 분 야 연출 및 연기

세부연구분야 연출 및 연기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박사과정 수료

담 당 과 목 연극개론 중급연기 연극제작실기

대 표 작 품
1. 친정엄마와 2박3일, 기획 /  2. 손숙의 어머니, 제작감독

3. 햄릿, 예술감독 /  4. 창작뮤지컬 이순신, 기획

대 표 논 문

줄리테이머의 <라이온킹>에 나타난 시각화 양식의 특성에 관한 고찰

체홉의 <갈매기> 공연을 위한 극적 특성 연구

즉흥연기를 활용한 리허설 테크닉

이 동 훈

전 공 분 야 연극 디자인 및 극장기술

세부연구분야 Culture Technology 연구

학사학위과정 연극영화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시립대 연극디자인M.F.A

담 당 과 목 연극제작기초 연극제작실기 연극디자인

대 표 작 품 (디자인) 만선, 십이야, 굿모닝 솔로몬, 계산기, 아노마 외 다수

강 춘 애

전 공 분 야 동양연극

세부연구분야  창작뮤지컬 "바리" 텍스트 연구 개발 / 남해의 축제 및 놀이 발굴

학사학위과정 중국문화대 국극과 전통연극학사

석사학위과정 중국문화예술대학원 연극학과 연극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중앙희극학원 연극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동양연극 한국연극사

대 표 저 서 나례와가면연극문화

대 표 논 문

한국 정방형무대의 수용과 공간특성 

중.일무대의 발상 -사사(社寺)와 사묘(祠廟)무대를 중심으로

가부키와 경극의 무장(武將)형 연기양식

최 영 환

전 공 분 야 뮤지컬 연기 및 연출

세부연구분야 창작뮤지컬 콘텐츠 개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

Western Illinois University 연극과 연출실기석사(M.F.A)

담 당 과 목 기초연기 뮤지컬 연기 뮤지컬 제작실기

대 표 작 품
(연기)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바다를 내품에, 뮤지컬 지붕위의 바이올린 외 다수

(연출)갈매기, Our Town, Blindness and Sight, Waiting for Godot 외 다수

대 표 저 서 <기초연기 훈련을 위한 즉흥연기> 필립베르나르디 저. 최영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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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달 영

전 공 분 야 극장경영 및 예술경영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대학교 공연예술경영 공연예술경영석사(M.A)

담 당 과 목 극장경영 연극제작기초

대 표 작 품

인형극 <진기한 콘서트>(2007) 제작PD

한중일 합작공연 <하늘의 열쇠>(2007)-PD(공동제작)

러시아발레인형극 <호두까기인형>(2007) 책임PD 그 외 다수

대 표 논 문
경제위기로 야기된 한국과 유럽예술기관의 변화 모색> 예술경영연구 제9집

<경제위기 이후 한국공공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연극학보 제34집

이 은 혜

전 공 분 야 뮤지컬 성악 및 보컬

학사학위과정 서울 시립 대학교 성악 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The Boston Conservatory 성악 전공 성악 석사

New York University 뮤지컬 전공 뮤지컬 석사

담 당 과 목 가창실기 뮤지컬 성악 뮤지컬 제작실기

대 표 작 품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The King and I’, ‘Miss Saigon’ 주역 출연 외 다수

한국, 뮤지컬 ‘Cats’, ‘프린세스 낙랑’ 외 다수

오페라 ‘Le Nozze di Figaro’, ‘Hansel and Gretal’외 다수

Brian MacQueen

전 공 분 야 Sound Design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owa Theatre Arts B.A

석사학위과정 Yale School of Drama Sound Design M.F.A

대 표 작 품
Theatre Sound Design and Sound Supervisor(Yale Repertory Theatre) : 
Crumbs From The Table of Joy, Betrayal, The Tempest, Macbeth, Life is Drama, Cabaret 등 200여개 
공연 참여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THE2001 기초연기1 3 3 기초 학사1학년 1 공통

THE2002 연극개론 3 3 기초 학사1학년 1 공통

THE2003 가창실기1 2 3 기초 학사1학년 1 공통

THE2004 기초연기2 3 3 기초 학사1학년 2 공통

THE2005 가창실기2 2 3 기초 학사1학년 2 공통

THE2017 연극제작기초 3 3 기초 학사1학년 2 공통

THE2007 한국연극사 3 3 기초 학사2학년 1 공통,선택필수

DRA2001 소리훈련 1 2 3 기초 학사2학년 1 연극

THE2008 중급연기1 3 3 기초 학사2학년 1 공통

THE2009 가창실기 3 2 3 기초 학사2학년 1 공통

THE2010 서양연극사 3 3 기초 학사2학년 2 공통,선택필수

MUT2001 신체훈련 1 2 3 기초 학사2학년 1 뮤지컬

DRA2002 소리훈련 2 2 3 기초 학사2학년 2 연극

THE2011 중급연기2 3 3 기초 학사2학년 2 공통

THE2012 가창실기 4 2 3 기초 학사2학년 2 공통

THE2013 극장실습1 0 3 기초 학사1학년 1 공통필수(P/F)

THE2014 극장실습2 0 3 기초 학사1학년 2 공통필수(P/F)

THE2015 극장실습3 0 3 기초 학사2학년 1 공통필수(P/F)

THE2016 극장실습4 0 3 기초 학사2학년 2 공통필수(P/F)

MUT2002 신체훈련 2 2 3 기초 학사2학년 2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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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DRA4017 연극디자인1 3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15 희곡분석 3 3 전문 학사3.4학년 1 필수

DRA4002 연극연출 1 3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03 신체움직임 1 2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04 연극제작실기 1 3 6 전문 학사3.4학년 1 팀티칭

DRA4005 매체 연기 1 2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06 연극제작실기3 3 6 전문 학사3.4학년 1 팀티칭

DRA4007 고급연기 1 3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18 연극디자인2 3 3 전문 학사3.4학년 2

DRA4016 동양연극 3 3 전문 학사3.4학년 2 선택필수

DRA4009 연극연출 2 3 3 전문 학사3.4학년 2

DRA4010 신체움직임 2 2 3 전문 학사3.4학년 2

DRA4011 매체 연기 2 2 3 전문 학사3.4학년 2

DRA4012 연극제작실기 2 3 6 전문 학사3.4학년 2 팀티칭

DRA4013 고급연기 2 3 3 전문 학사3.4학년 2

DRA4014 연극제작실기 4 3 6 전문 학사3.4학년 2 팀티칭

MUT4001 뮤지컬 연기 1 3 3 전문 학사3.4학년 1

MUT4002 뮤지컬 성악 1 2 3 전문 학사3.4학년 1

MUT4003 뮤지컬 댄스 1 2 3 전문 학사3.4학년 1

MUT4005 극장경영 3 3 전문 학사3.4학년 1

MUT4004 뮤지컬 제작실기 1 3 6 전문 학사3.4학년 1 팀티칭

MUT4006 뮤지컬 제작실기 3 3 6 전문 학사3.4학년 1 팀티칭

MUT4015 오디션테크닉1 3 3 전문 학사3.4학년 1

MUT4008 뮤지컬 연기 2 3 3 전문 학사3.4학년 2

MUT4009 뮤지컬 성악 2 2 3 전문 학사3.4학년 2

MUT4010 뮤지컬 댄스 2 2 3 전문 학사3.4학년 2

MUT4016 오디션 테크닉2 3 3 전문 학사3.4학년 2

MUT4012 뮤지컬 제작실기 2 3 6 전문 학사3.4학년 2 팀티칭

MUT4014 뮤지컬 제작실기 4 3 6 전문 학사3.4학년 2 팀티칭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연극교사

연극개론
기초연기1,2
연극제작기초
중급연기1,2

서양연극사
한국연극사

연극제작실기1,2,3,4
연극연출1,2

연극영화교재연구 및 지도법
연극영화교육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실습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공연, 영상산업관련
현장 전문직

(배우, 연출, 기획, 제작, 
예술감독)

연극개론
기초연기1,2
연극제작기초

중급연기1,2
신체훈련1,2
소리훈련1,2

가창실기1,2,3,4
매체연기1,2
연극연출1,2

연극제작실기1,2,3,4
뮤지컬제작실기1,2,3,4

뮤지컬연기1,2
고급연기1,2
뮤지컬기획
극장경영

희곡창작입문
희곡창작연습
색채와 디자인

영상연구
미디어산업론
셰익스피어
희곡창작실기

공연산업관련이론
(문화이론가, 비평, 

드라마터지)
연극개론

희곡분석
서양연극사
동양연극사
한국연극사

현대희곡이론 및 강독
세계영화사
영상산업론
대중문화특강
희곡창작입문

대중문화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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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E2001 기초연기1 Basic Acting 1

배우가 자신이 연극표현의 최전면에 나서는 매체임을 이해하고 신체훈련 및 발성, 발음의 기초 원리와 
그 응용의 기초기술을 학습한다.

THE2002 연극개론 Introduction to Drama

연극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희곡, 연출, 연기, 미술 및 극장기술 등 연극요소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연극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원리를 학습한다.

THE2003 가창실기1 Vocal Training for Acting 1

한국 및 서양의 가창을 위한 발성연습, 악보 읽기, 노래연습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복수전공트랙

기초연기1
연극개론
가창실기1
기초연기2

연극제작기초
가창실기2
한국연극사
중급연기1
가창실기3
서양연극사
중급연기2
가창실기4

희곡분석
동양연극

연극연출1,2
연극제작실기 1,2,3,4 (택2)
뮤지컬제작실기 1,2,3,4 (택2)

고급연기1,2
뮤지컬연기1,2
뮤지컬성악1,2
매체연기1,2

오디션테크닉1,2

희곡창작입문
대중문학특강
셰익스피어
희곡창작실기

대중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졸업시
전공결정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및 최대 인정 학점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문예창작학과

CRE4303 희곡창작입문 3

CRE4353 희곡창작연습 3

CRE4403 희곡창작실기 3

영화영상학과

FIL4009 영화제작실기1 3

FIL4043 영화제작실기2 3

FIL4016 졸업영화실기1 3

FIL4046 졸업영화실기2 3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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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2004 기초연기2 Basic Acting 2

심신을 자유롭게 하여 섬세한 감정의 반응에 따라 외적 표현의 과정을 연습함으로써 인물구축과 역 창조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다.

THE2005 가창실기2 Vocal Training for Acting 2

‘가창실기1’의 연속으로 한국 및 서양의 가창을 위한 발성을 익히고, 악보를 읽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배우의 소리표현 능력을 확장시킨다.

THE2017 연극제작기초 Fundamentals of Theatrical Production

연극제작과 관련된 조직 운영에 관련된 이론적 사항을 학습한다. 또한 역할에 따른 수행방식과 문서화를 
통한 논리적 사고체계를 수립한다.

THE2007 한국연극사 History of Korean Theatre 1

고대 한국 연극의 발생사로부터 삼국 이전, 삼국 시대, 고려, 조선시대의 각종 연희와 제의 및 판소리, 
가면극, 꼭두각시극, 그리고 광대, 재인들의 놀이 실태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 탐구한다.

DRA2001 소리훈련1 Voice and Speech 1

호흡과 발성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신체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서 자유로운 소리 및 말하기를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THE2008 중급연기1 Intermediate Acting 1

기초연기를 통해 얻은 심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희곡의 분석 및 인물분석, 인물구축의 이론과 실제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한다.

THE2009 가창실기3 Vocal Training for Acting 3

가창실기 2의 연속된 과정으로 노래 부르기에 필요한 복식호흡법, 발성 및 공명 등을 개인지도 방법으로 
학습한다. 

THE2010 서양연극사 History of Western Theatre

연극의 발생기원으로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연극의 변천과정을 작가, 작품, 극장, 배우, 관객등 연극요
소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시대별 연극요소의 참모습을 조명한다. 

MUT2001 신체훈련1 Stage Movement 1

배우의 표현매체로서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신체의 자유로운 운용을 위한 
연습과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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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RA2002 소리훈련2 Voice and Speech 2

‘소리훈련1’의 심화과정으로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을 토대로 극적 의미를 지닌 올바른 소리와 말을 만들어
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THE2011 중급연기2 Intermediate Acting 2

배역 창조를 포함하여 연기의 기초문법 및 기술체계를 공부하면서 연기의 형태 및 연기양식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THE2012 가창실기4 Vocal Training for Acting 4

가창실기 3의 연속된 과정으로 노래 부르기에 필요한 복식호흡법, 발성 및 공명 등을 개인지도 방법으로 
학습한다. 

THE2013 극장실습1 Theater Practicum1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THE2014 극장실습2 Theater Practicum2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THE2015 극장실습3 Theater Practicum3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THE2016 극장실습4 Theater Practicum4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MUT2002 신체훈련2 Stage Movement 2

‘신체훈련1’의 심화과정으로 배우의 신체표현능력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훈련을 집중적으
로 실시한다.

DRA4017 연극디자인1 Theatrical Design and Production1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의상디자인 및 분장을 포함한 프로덕션의 디자인 및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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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4017 연극디자인1 Theatrical Design and Production1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의상디자인 및 분장을 포함한 프로덕션의 디자인 및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DRA4015 희곡분석 Theory of Play

그리스 연극으로부터 현대 연극에 이르는 다양한 희곡양식의 특성과 희곡의 구조를 그 문학적, 연극적 
특성에 따라 연구 분석하고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품의 연구를 병행하며 희곡 창작기법의 여러 가지 
이론 및 변천과정을 학습한다.

DRA4002 연극연출1 Play Directing 1

이론과 실기를 통해 종합예술 창조의 총체적 지휘자로서 연출 문법을 터득케 하여 실제 작품 제작에 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DRA4003 신체움직임1 Physical Movement 1

무대 위에서 작품이 요구하는 대로 신체를 기능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힌다. 곡예, 마임, 무술, 격투, 어릿광대짓 등을 다룬다. 

DRA4004 연극제작실기 1 Play Production 1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연극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전공의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DRA4005 매체 연기1 Acting for Camera 1

영화 및 TV,CF 등 각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폭넓은 연기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특징이나 매체 적응도에 따라 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DRA4006 연극제작실기 3 Play Production 3

연극제작실기2의 연속으로 학기말 장편희곡을 전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세부전공분야로 참가하며 연극제
작과정의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DRA4007 고급연기1 Advanced Acting 1

고대 희랍비극부터 21세기 연극까지 다양한 연기양식과 연기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DRA4018 연극디자인2 Theatrical Design and Production2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의상디자인 및 분장을 포함한 프로덕션의 디자인 및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심화학습한다.

DRA4016 동양연극 Oriental Theatre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남방 여러 나라의 전통연극에 대한 내용 및 형식적 특성을 학습한
다. 또한, 현대 연극의 흐름과 내용 및 형식적 특성을 공부한다.



623

11DRA4009 연극연출2 Play Directing 2

연극연출의 고급문법 및 기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연출의 입장과 연극 형태 및 양식에 따른 연출의 특성을 
학습한다.

DRA4010 신체움직임2 Physical Movement 2

무대 위에서 작품이 요구하는 대로 신체를 기능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힌다. 곡예, 마임, 무술, 격투, 어릿광대짓 등을 다룬다.

DRA4011 매체 연기2 Acting for Camera 2

영화 및 TV, CF 등 각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폭넓은 연기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특징이나 매체적응도에 따라 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DRA4012 연극제작실기 2 Play Production 2

연극제작실기1의 연속으로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연극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나누어 담당하게 함으로
써 세부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DRA4013 고급연기2 Advanced Acting 2

고대 희랍비극부터 21세기 연극까지 다양한 연기양식과 연기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DRA4014 연극제작실기 4 Play Production 4

연극제작실기3의 연속으로 졸업심사를 위한 작품발표회를 가져야 하며 이의 결과를 제작노트로 제출하여 
졸업 작품 사정의 평가를 갖는다.

MUT4001 뮤지컬 연기1 Musical Acting 1

여러 뮤지컬 작품들 중에서 몇 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특정한 장면을 골라 노래, 춤, 대사 
등을 동시에 연습하고 발표하는데 연기에 중점을 둔다.

MUT4002 뮤지컬 성악1 Musical Voice 1

다양한 뮤지컬의 음악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성악의 발성 및 창법, 곡 해석방법 등 성악의 전문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MUT4003 뮤지컬 댄스1 Musical Dance 1

다양한 뮤지컬의 무용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장르의 춤을 
소화한다. 

MUT4005 극장경영 Theatre Management

연극은 물론 다양한 무대공연들을 위한 극장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경영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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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4004 뮤지컬 제작실기1 Musical Production 1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UT4006 뮤지컬 제작실기3 Musical Production 3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UT4015 오디션테크닉 1 Audition Techniques 1

현장에서 행해질 오디션에 대비해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실습할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준비작업도 병행한다. 

MUT4008 뮤지컬 연기2 Musical Acting 2

여러 뮤지컬 작품들 중에서 몇 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특정한 장면을 골라 노래, 춤, 대사 
등을 동시에 연습하고 발표하는데 연기에 중점을 둔다.

MUT4009 뮤지컬 성악2 Musical Voice 2

다양한 뮤지컬의 음악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성악의 발성 및 창법, 곡 해석방법 등 성악의 전문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MUT4010 뮤지컬 댄스2 Musical Dance 2

다양한 뮤지컬의 무용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장르의 춤을 
소화한다. 

MUT4016 오디션 테크닉 2 Audition Techniques 2

현장에서 행해질 오디션에 대비해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실습할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준비작업도 병행한다. 

MUT4012 뮤지컬 제작실기2 Musical Production 2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UT4014 뮤지컬 제작실기4 Musical Production 4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졸업심사를 위한 작품발표회의 성격을 
띠며 그 결과를 제작노트로 제출하여 졸업 작품 사정의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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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교육목표의 총괄사항

전문작가로서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

2.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 소양 및 기량

문예창작은 창조적인 작업이므로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뛰어난 재능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 운용과 문화 창조에 비상한 흥미와 참여의

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풍부하고 체계적인 인문

학적 소양과 상상력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인문교양마인드의 함양과 더불어 

실제 창작에 필요한 사항을 연마시킨다. 

3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사항

시, 소설, 문학이론을 중심으로 입문-연습-실기1-실

기2-연구 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심화

4. 전공학생들의 예상 진로 방향 및 사회 또는 관련

사업계 요구사항

문예창작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세부 

전공에 따라 시인･소설가･평론가 등과 신문․잡지의 

편집인 등 창조적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문학은 시․소설․희곡과 같은 전통 순수문학뿐 

아니라, TV드라마․사이버 문학․만화 및 게임 스토리․
방송 구성 등 응용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

다. 그러나 인문학적 기반이 취약해 실제 실적물들

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채 양적 팽창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사회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순수문학 분야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문단에 데뷔하여 시인이나 소설가와 같은 전문 작가

가 되거나 기자, 출판․편집인, 극작가, 시나리오 작

가, 방송작가, 문예지도사 등 문학과 인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문예창작학과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Creativ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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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장 영 우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현대소설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국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국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문학사특강 현대문학이론특강 현대소설강독

대 표 저 서

중용의 글쓰기
소설의 운명, 소설의 미래
거울과 벽

대 표 논 문

이태준 소설 연구
｢이광수론 - 민족주의와 친일 사상의 착종｣
｢기억과 벽관(壁觀)의 소설학｣

박 성 원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소설창작실기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전공 문화예술석사

담 당 과 목 소설창작입문 소설창작실기 소설창작연습

대 표 저 서

나를 훔쳐라
우리는 달려간다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이 론 실 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 고 학 기

CRE2001 문학이란무엇인가 3 3 기초 학사 1학년 1

CRE2002 동양고전읽기 3 3 기초 학사 1학년 1

CRE2003 시창작입문 3 3 기초 학사 1학년 2

CRE2004 소설창작입문 3 3 기초 학사 1학년 2

CRE2005 서양고전읽기 3 3 기초 학사 1학년 2

CRE2008 시창작연습1 3 3 기초 학사 2학년 1

CRE2009 소설창작연습1 3 3 기초 학사 2학년 1

CRE2010 현대시이론 3 3 기초 학사 2학년 1

CRE2011 현대소설이론 3 3 기초 학사 2학년 1

CRE2021 시창작연습2 3 3 기초 학사 2학년 2

CRE2022 소설창작연습2 3 3 기초 학사 2학년 2

CRE2023 현대문학문체론 3 3 기초 학사 2학년 2

CRE4030 시창작실기1 3 3 전문 학사 3학년 1

CRE4031 소설창작실기1 3 3 전문 학사 3학년 1

CRE4032 희곡창작입문 3 3 전문 학사 3학년 1

CRE4033 현대시강독 3 3 전문 학사 3학년 1

CRE4035 시창작실기2 3 3 전문 학사 3학년 2

CRE4036 소설창작실기2 3 3 전문 학사 3학년 2

CRE4037 희곡창작연습 3 3 전문 학사 3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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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이 론 실 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 고 학 기

CRE4038 현대소설강독 3 3 전문 학사 3학년 2

CRE4039 현대문학사특강 3 3 전문 학사 3학년 2

CRE4044 편집기술론 3 1 2 전문 학사 4학년 1

CRE4045 세계문학특강 3 3 전문 학사 4학년 1

CRE4046 희곡창작실기 3 3 전문 학사 4학년 1

CRE4047 아동문학특강 3 1 2 전문 학사 4학년 1

CRE4052 시창작실기3 3 3 전문 학사 4학년 2

CRE4053 소설창작실기3 3 3 전문 학사 4학년 2

CRE4054 시나리오특강 3 1 2 전문 학사 4학년 2

CRE4055 대중문학특강 3 3 전문 학사 4학년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시인

문학이란 무엇인가
동양 고전 읽기
시 창작 입문
서양 고전 읽기
시 창작 연습 1
현대시 이론 
시창작 연습 2
현대문학 문체론

시창작 실기 1
시창작 실기 2
시창작 실기 3
현대시 강독

현대문학사 특강 

현대문학입문
문학연구방법

철학의 근본문제
기초논리학
논리와 사고
한국사 강독
동양근세사
서양사강독

소설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동양 고전 읽기
소설 창작 입문
소설 창작 연습 1
현대소설 이론 
소설창작 연습 2
현대문학 문체론

소설창작 실기 1
소설창작 실기 2
소설창작 실기 3
현대소설 강독
현대문학사 특강 

현대문학입문
문학연구방법

철학의 근본문제
기초논리학
논리와 사고
한국사 강독
동양근세사
서양사강독

문예지도사
(복수전공트랙)

문학이란 무엇인가
동양 고전 읽기
현대문학 문체론

희곡창작 입문
희곡창작 연습
희곡창작 실기
시나리오 특강
편집기술론

대중문학 특강
세계문학특강
아동문학 특강

기초논리학
논리와 사고
교육학입문
교육학개론
작문교육론

 교과목 해설

CRE2001 문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literature

문예작품의 창작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문예장르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타 영상 문예물, 아동문학, 광고카피, 
편집 등 제 분야의 창작기초이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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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2002 동양 고전 읽기 Reading of oriental classical literature

동양 고전을 읽음으로써 문학에 스며 있는 도저한 동양의 정신을 체험하고 현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자신의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CRE2003 시 창작 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Poetry

시 읽기의 훈련을 통해 시 이론과 언어, 시적 문체를 익히고 창작 실습을 통해 자신의 개성적인 언어와 
문체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CRE2004 소설 창작 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Fiction

소설 이론과 작품 분석 강의를 병행하여 이론과 창작의 관계, 실제적인 적용과정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창작실습을 통해서 확인한다. 

CRE2005 서양 고전 읽기 Reading of Western classical literature

서양 고전을 읽음으로써 동양과는 다른 서양의 문화와 정신을 체험하고 보편적 세계관을 이해하며 현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자신의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CRE2006 문예창작입문 Introduction to Literary Writing 

문예작품의 창작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문예장르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타 영상 문예물, 아동문학, 대중 
문학과 광고카피, 편집 등 제분야의 창작기초이론을 습득한다. 

CRE2007 영상문예연습 Practice in Writing for Film 

영상 매체 문예 양식의 실제 창작을 통해 표현의 제약과 문제점, 언어적 특성 등을 익힌다. 시나리오와 
실제 영화의 차이 또는 관계 등을 파악한다. 

CRE2008 시 창작 연습 1 Practice in Writing of Poetry 1

시창작이론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적인 시적 언어, 비유, 이미지 등의 조작 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확한 시 이해 능력을 기른다.

CRE2009 소설 창작 연습 1 Practice in Writing of Fiction 1

소설창작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적 방법의 다양성을 익힌다. 

CRE2010 현대시 이론 Theory of Korean  Modern Poetry

한국 현대시 강독을 통해 비평적 사고와 기술 방법을 수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시작품론의 비평적 
분석 및 실제 창작과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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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RE2011 현대소설 이론 Theory of Korean Modern Novel

한국 현대소설 및 작품론 강독을 통해 하나의 작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평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고 
직접 작품론을 창작하게 하여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모색한다. 

CRE2012 영상문예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for Film 

드라마, 시나리오 등 영상매체를 통해 보급되고 있는 극 양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창작 기초를 익힌다. 

CRE2013 현대문학사특강
Special Lecture on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기존의 한국현대문학사를 텍스트로 하여 문학사 기술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각 시기별 주요 작품
의 시대적 ․ 미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CRE2014 세계문학사특강 Special Lecture on World Literature

세계문학 가운데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강독을 통해 문학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사이의 교호관계를 살핀다. 

CRE2015 희곡창작연구 Research on Drama Writing

희곡 작품을 상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극적인 갈등의 양상, 표현 양식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
면서 각자 창작품의 개성을 확인하고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CRE2016 현대문학이론특강
A Special Lecture on Theorie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여러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문학에 관한 다양한 사상을 익히고 그것이 실제의 작품 창작과정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CRE2017 광고카피론 Written Advertisement 

각종 상업 및 공익광고 문장의 특성과 기초를 익히고 매체에 따른 광고 카피의 차이를 이해한다. 광고의 
효과와 언어의 특성을 카피 제작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파악한다. 

CRE2018 현대희곡읽기 Readings in Modern Korean Drama

희곡이론과 작품 강독을 통해서 익힌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의 작품에 대한 비평과 해석의 관점, 방법을 공부한다. 

CRE2019 현대시읽기 Reading in Modern Korean Poetry 

한국 현대시 강독을 통해 비평적 사고와 기술 방법을 수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시작품론의 비평적 
분석 및 실제 창작과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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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2020 현대소설읽기 Reading in Modern Korean Fiction

한국 현대소설 및 작품론 강독을 통해 하나의 작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평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고 
직접 작품론을 창작하게 하여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모색한다. 

CRE2021 시 창작 연습 2 Practice in Writing of Poetry 2

‘시 창작 연습 1’의 과정을 심화한다.

CRE2022 소설 창작 연습 2 Practice in Writing of Fiction 2

‘소설 창작 연습 1’의 과정을 심화한다.

CRE2023 현대문학 문체론 Style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각종 장르에 대한 문체론적 접근을 통해 작품창작에서 문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창작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CRE2024 편집기술론 Editing and Publishing

출판과 편집의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하고 잡지, 단행본, 신문, 안내문 등 각종 출판물의 편집상 특징과 
차이를 익힘으로써 실용적인 편집의 능력을 기른다. 

CRE2025 대중문학 특강 A Special Lecture on Popular Literary Writing 

대중문학 및 베스트셀러물의 실제 강독과 분석을 통해 대중적 취향의 영향과 그 특징적 요소를 발견하고 
미학적 가치 및 문화론적 시각의 다양한 관점을 공부한다.

CRE2026 방송구성입문 Introduction to Broadcasting Constituent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방송매체에서의 글쓰기 원리를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TV 드라마 작가 및 방송 구성작가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CRE2027 TV드라마입문 Introduction on Televison Drama

TV 드라마의 구성 원리 및 제작 기법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고, TV 드라마 대본의 작법 원리를 
배우며, 이를 토대로 실제 TV 드라마 대본 창작이 가능토록 한다.  

CRE2028 소설창작연습 Practice in Writing of Fiction

각자의 소설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개성적인 작품 창작을 도모한다. 작품 창작의 실제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창작 능력을 높인다. 

CRE4029 문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literature

문예작품의 창작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문예장르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타 영상 문예물, 아동문학, 광고카피, 
편집 등 제 분야의 창작기초이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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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RE4030 시 창작 실기 1 Craft of Poetry 1

각자의 시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시창작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확인한다. 하나의 대상을 
개성적인 시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실제 창작 기능을 함양한다. 

CRE4031 소설 창작 실기 1 Craft of Fiction

각자의 소설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개성적인 작품 창작을 도모한다. 작품 창작의 실제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창작 능력을 높인다. 

CRE4032 희곡 창작 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Drama

희곡론의 강독, 작품 읽기와 연극 감상을 통해 극적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연과 희곡의 관계를 이해함
으로써 희곡창작의 기초지식, 유의사항을 습득한다. 

CRE4033 현대시 강독 Reading of Korean Modern Poetry 

한국 현대시 강독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적용되는 다양한 작가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고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CRE4034 시창작연습 Practice in Writing of Poetry

각자의 시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시창작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확인한다. 하나의 대상을 
개성적인 시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실제 창작 기능을 함양한다. 

CRE4035 시 창작 실기 2 Craft of Poetry 2

‘시 창작 실기 1’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CRE4036 소설 창작 실기 2 Craft of Fiction 2

‘소설 창작 실기 1’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CRE4037 희곡 창작 연습 Practice in Writing of Drama

극 양식에서의 대화의 특성에 주의하면서 희곡적 언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익히고 극적 갈등의 양상을 
창조하는 방법을 실기 위주로 공부한다. 

CRE4038 현대소설 강독 Reading of Korean Modern Novel 

한국 현대소설 강독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적용되는 다양한 작가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
고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CRE4039 현대문학사특강 Reading in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기존의 한국현대문학사를 텍스트로 하여 문학사 기술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각 시기별 주요 작품
의 시대적 ․ 미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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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4040 시창작실기 Craft of Poetry

시창작이론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적인 시적 언어, 비유, 이미지 등의 조작 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확한 시 이해 능력을 기른다. 

CRE4041 소설창작실기 Craft of Fiction

소설창작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적 방법의 다양성을 익힌다. 

CRE4042 현대시이론및강독 Theory & Reading of Korean Modern Poetry

한국 현대시 강독을 통해 비평적 사고와 기술 방법을 수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시작품론의 비평적 
분석 및 실제 창작과정을 습득한다. 

CRE4043 현대소설이론및강독 Theory & Reading of Korean Modern Novel

한국 현대소설 및 작품론 강독을 통해 하나의 작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평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고 
직접 작품론을 창작하게 하여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모색한다. 

CRE4044 편집기술론 Editing and Publishing

출판과 편집의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하고 잡지, 단행본, 신문, 안내문 등 각종 출판물의 편집상 특징과 
차이를 익힘으로써 실용적인 편집의 능력을 기른다. 

CRE4045 세계문학사특강 Special Lecture on World Literature

세계문학 가운데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강독을 통해 문학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사이의 교호관계를 살핀다. 

CRE4046 희곡 창작 실기 Craft of Drama

기성 희곡 및  TV드라마, 시나리오 등 극 양식 제분야의 작품을 실제로 창작하고 그에 대한 합평회, 강평, 
토론 등을 통해서 희곡 작품 창작의 능력을 배양한다. 

CRE4047 아동문학 특강 A Special Lecture on Writing for Children

창작동화, 아동극, 동시, 동요의 가사 등 아동과 관련된 문예물 전반의 이해와 창작의 기초를 익힌다. 
어린이의 동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 창작방법과 문체, 형식 등을 실제의 창작을 통해 익히고 
강평에서 문제점을 지적, 수정한다. 

CRE4048 현대희곡이론및강독 Theory & Reading of Korean Modern Drama

희곡이론과 작품 강독을 통해서 익힌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의 작품에 대한 비평과 해석의 관점, 방법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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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RE4049 시 창작 연구 Research on  Poetry Writing

각자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합평회를 통해 시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 문제와 수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 노력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한다. 

CRE4050 소설 창작 연구 Research on Fiction  Writing

각자의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기교와 개성에 초점을 맞추어 합평회를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와 개성을 
높여 작가로 등단하는 예비과정이 되게 한다. 

CRE4051 희곡창작연구 Research on Drama Writing 

희곡 작품을 상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극적인 갈등의 양상, 표현 양식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
면서 각자 창작품의 개성을 확인하고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CRE4052 시창작실기3 Craft of Poetry 3

‘시창작실기2’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CRE4053 소설창작실기3 Craft of Fiction 3

‘소설창작실기2’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CRE4054 시나리오 특강 A Special Lecture on Scenario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영화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의 구성 원리 및 작법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CRE4055 대중문학 특강 A Special Lecture on Popular Literary Writing 

대중문학 및 베스트셀러물의 실제 강독과 분석을 통해 대중적 취향의 영향과 그 특징적 요소를 발견하고 
미학적 가치 및 문화론적 시각의 다양한 관점을 공부한다.

CRE4056 현대문학이론특강
A Special Lecture on Theorie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여러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문학에 관한 다양한 사상을 익히고 그것이 실제의 작품 창작과정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CRE4057 방송구성입문 Introduction to Broadcasting Constituent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방송매체에서의 글쓰기 원리를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TV 드라마 작가 및 방송 구성작가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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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4058 시나리오입문 Introduction to Scenario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영화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의 구성 원리 및 작법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시나리오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CRE4059 문학비평연습 Practice in Literary Critics

시․소설․희곡 등의 문학작품에 대한 현장 비평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실제 비평이 가능토록 
비평적 안목을 키운다. 



약학대학

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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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을 위한 약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상약사 

및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신약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연구 약사를 양성함에 있다. 이는 건학

이념인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이상세계 구현’을 토

대로 도덕성·실천성·창조성·진취성과 약학 전문능

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약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의약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건강

증진 및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약학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교육목표

를 추구한다.

⦁약학 전문지식, 실무능력 및 도덕성을 토대로 약

물요법을 수행할 실천적 임상약사 양성

⦁임상사례와 약과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세계 수준

의 환자 개별 맞춤 약물요법을 수행할 미래 지향적

임상약사 양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 및 정책을 반영하여 국민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정책 확립을 주도할 지

역 보건의료전문 임상약사 양성

⦁임상약학 지식을 토대로 임상연구 및 의약품의 상

용화 수행능력을 함양하여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를 선도할 진취적 산업약사 양성

⦁임상약학 지식을 토대로 첨단 약학연구를 수행하

여 약학발전 및 신약개발을 주도하는 창조적 연구 

약사 양성

 최근 학문의 전망 및 지향점

최근 신약개발의 가속화 및 환자 개별 맞춤 약물요법

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심도있는 약학 전문지식

과 실무능력, 약학 인접학문에 대한 개방적 자세,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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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역량 등을 갖춘 약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이 임상약학 중

심 교육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세계 수준의 약의 전문

가는 약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임상약사 

및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연

구 약사로서 최적의 약물요법에 근거한 우수약무를 

수행하고 신약개발을 선도함으로써, 국민보건 건강

증진 및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약학 발전을 지향한다.

 졸업 후 진로

1. 병원약국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병원약국 약사로 진출하여 치료효과의 극대화 

및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치료약물 모니터링

(therapeuric drug monitoring) 업무를 비롯하여 주

사제 조제, 항암제 조제 및 투약, 처방전 검토, 항응고 

약물 관련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지역약국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지역약국 약사로 진출하여 의약품 처방 검토 

및 조제 업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건 관련 업무, 

약국관리 업무, 의약품 및 식품과 약물의 병용투여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한다.

3. 대학원 진학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약학 

세부전공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과정을 거친 다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4. 제약회사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다음 

제약회사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신약개발

을 위한 전임상 연구를 비롯하여 신약 후보물질 탐

색, 의약품 제제개발 연구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

당한다.

5. 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 남아 약사 및 약과학자

와 같은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비롯하여 약학 

관련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6.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다음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에 진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학

술 업무와 임상시험 모니터링 등을 비롯한 임상시험 

관리 및 시행을 담당한다.

7. 보건 행정 및 신약 허가 관리자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다음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보건 행정 및 

신약 허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진출

하여 신약의 허가 및 관리를 비롯하여 의약품 허가 

및 관리, 보건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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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org. Med. Chem. Lett. 2009, 19, 2533-2536.

안 희 철

전 공 분 야 물리약학

세부연구분야 Protein structure determination/Structure-based drug discovery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물리약학 물리약학특론 생물물리약학특론 기기분석특론

대 표 논 문

J. Lim, W.S. Son, J.K. Park, E.E. Kim, B.J. Lee, H.C. Ahn, Solution structure of UIM and interaction 
of tandem ubiquitin binding domains in STAM1 with ubiquitin.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11, 
in press.

Y.J. Seo, H.C. Ahn, E.H. Lee, J. Bang, Y.M. Kang, H.E. Kim, Y.M. Lee, K. Kim, B.S. Choi, J.H. Lee, 
Sequence discrimination of the Zα domain of human ADAR1 during B-Z transition of DNA duplexes. 
FEBS Lett. 2010, 584(20): 4344-4350.

Y.M. Kang, J. Bang, E.H. Lee, H.C. Ahn, Y.J. Seo, K.K. Kim, Y.G. Kim, B.S. Choi, J.H. Lee, NMR 
spectroscopic elucidation of the B-Z transition of a DNA double helix induced by the Z alpha domain 
of human ADAR1. J. Am. Chem. Soc. 2009, 131(32): 11485-11491.

B.H. Ha, H.C. Ahn, S.H. Kang, K. Tanaka, C.H. Chung, E.E. Kim, Structural basis for Ufm1 processing 
by UfSP1. J. Biol. Chem. 2008, 283(21): 14893-14900.

H.C. Ahn, N. Juranic, S. Macura, J.L. Markley,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water-insoluble 
protein crambin in dodecylphosphocholine micelles and its minimal solvent-exposed surface. J. Am. 
Chem. Soc. 2006 128(13): 439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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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학년)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PMY2001 약학개론 2 2 전필 1 영어 1

PMY2002 약품분석화학1 3 3 전필 1 1 팀티칭

PMY2003 물리약학1 3 3 전필 1 1

PMY2004 유기약화학 3 3 전필 1 영어 1 팀티칭

PMY2005 생화학1 3 3 전필 1 영어 1 팀티칭

PMY2006 생약학1 3 3 전필 1 영어 1

PMY2007 해부학 2 2 전필 1 1 팀티칭

PMY2008 약품미생물학 3 3 전필 1 1

PMY2009 약학실습1 2 4 전필 1 1 팀티칭(약품분석,생화학,물리약학)

PMY2010 약품분석화학2 2 2 전필 1 영어 2 팀티칭

PMY2011 물리약학2 2 2 전필 1 영어 2

PMY2012 생화학2 2 2 전필 1 영어 2 팀티칭

PMY2013 생약학2 2 2 전필 1 영어 2

PMY2014 생리학 3 3 전필 1 영어 2

이 무 열

전 공 분 야 예방약학

세부연구분야 독성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예방약학 프리젠테이션과토론기법 위생약학특론 분자독성학특론

대 표 논 문

Lee MY, San Martin A, Puja M, Dikalova AE, Martin Garrido A, Lyons E, Krause KH, Banfi B, Lambeth 
JD, Lassegue B and Griendling KK. (2009) Mechanisms of vascular smooth muscle NADPH oxidase 
1 (Nox1) contribution to injury-induced neointimal formation. Arterioscler. Thromb. Vasc. Biol., 
29:480-487. 

Lee MY and Griendling KK. (2008) Redox signaling, vascular function and hypertension. Antioxid. Redox 
Signal., 10:1045-1059. 

Lee MY, Song H, Nakai J, Ohkura M, Kotlikoff MI, Kinsey SP, Golovina VA and Blaustein MP. (2006) 
Local sub-plasma membrane Ca2+signals detected by a tethered Ca2+sensor. Proc. Natl. Acad. Sci. 
U.S.A., 103:13232-13237.

이 충 호

전 공 분 야 미생물학

세부연구분야 바이러스학 / 분자생물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t of Microbiology & 

Immunology

담 당 과 목 약품미생물학 면역학 약학실습 약학특강

대 표 저 서
Lee C and Laimins L. (2007) The differentiation-dependent life cycle of human papillomaviruses. Book 
chapter, The Papillomaviruses, D. DiMaio and R. Garcia editors, Springer, First edition, p. 45-58

대 표 논 문

Bryson PD, Cho NJ, Einav S, Lee C, Tai V, Bechtel J, Sivaraja M, Roberts C, Schmitz U, and Glenn 
JS. (2010) A small molecule inhibits HCV replication and disrupts NS4B’s subcellular distribution. Antiviral 
Research, 87(1): 1-8

Cho NJ, Dvory-Sobol H, Lee C, Cho SJ, Bryson P, Frank C, and Glenn JS. (2010) Identification of 
a novel class of HCV inhibitors.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2(15): 1-8

Cho NJ, Cheong KH, Lee CH, and Glenn JS. (2007) Binding dynamics of hepatitis C virus' NS5A 
amphipathic peptide to cell and model membranes. Journal of Virology, 81(12): 6682-6689

Lee C, Wooldridge T, and Laimins L. (2006) Analysis of the roles of E6 binding to E6TP1 and nuclear 
localization in the human papillomavirus type 31 life cycle. Virology, 358(1): 201-210

Lee C and Laimins L. (2004) The role of the PDZ domain-binding motif of the oncoprotein E6 in the 
pathogenesis of human papillomavirus type 31. Journal of Virology, 78(22): 12366-12377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643

12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학년)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PMY2015 위생약학1 3 3 전필 1 2

PMY2016 약품제조화학1 3 3 전필 1 영어 2 팀티칭

PMY2017 면역학 2 2 전필 1 영어 2

PMY2018 의약통계학 2 2 전필 1 영어 2 팀티칭

PMY2019 약학실습2 2 4 전필 1 2 팀티칭(생약학, 미생물학)

PMY4001 분자생물학 3 3 전필 2 1 팀티칭

PMY4002 약품제조화학2 2 2 전필 2 1 팀티칭

PMY4003 무기의약품학 2 2 전선 2 1 팀티칭

PMY4004 약물학1 3 3 전필 2 1 팀티칭

PMY4005 약제학1 2 2 전필 2 1

PMY4006 위생약학2 2 2 전필 2 1

PMY4007 병리학 3 3 전필 2 1

PMY4008 약학실습3 2 4 전필 2 1
팀티칭(약품제조, 

위생약학)

PMY4009 향장품학 2 2 전필 2 영어 1

PMY4010 세포생물학 2 2 전선 2 영어 1

PMY4011 기기분석 2 2 전선 2 1

PMY4012 의약학영어 2 2 전선 2 영어 1 팀티칭

PMY4013 기능성식품학 2 2 전선 2 영어 1

PMY4014 약과사회 2 2 전선 2 1

PMY4015 의약화학1 3 3 전필 2 2 팀티칭

PMY4016 의약품설계학 2 2 전필 2 2 팀티칭

PMY4017 약물학2 3 3 전필 2 2 팀티칭

PMY4018 약물동력학 2 2 전필 2 영어 2

PMY4019 약제학2 3 3 전필 2 2

PMY4020 제제공학 2 2 전필 2 영어 2

PMY4021 의약품정보학 2 2 전필 2 2

PMY4022 약학실습4 2 4 전필 2 2 팀티칭(약물학, 약제학)

PMY4023 항생물질학 2 2 전선 2 영어 2

PMY4024 내분비약물학 2 2 전선 2 영어 2

PMY4025 단백질생화학 2 2 전선 2 영어 2

PMY4026 독성학 2 2 전선 2 영어 2

PMY4027 본초학개론 2 2 전선 2 2

PMY4028 의약화학2 2 2 전필 3 영어 1 팀티칭

PMY4029 약물유전체학 3 3 전필 3 영어 1 팀티칭

PMY4030 약물치료학1 3 3 전필 3 1 팀티칭

PMY4031 약물치료학2 3 3 전필 3 1 팀티칭

PMY4032 임상약물동력학 2 2 전필 3 1 팀티칭

PMY4033 약전 2 2 전필 3 1

PMY4034 제약공정학 3 3 전필 3 1

PMY4035 약업경제학 2 2 전선 3 1

PMY4036 종양학 2 2 전선 3 영어 1

PMY4037 천연물의약품학 2 2 전선 3 1

PMY4038 신약설계개론 2 2 전선 3 영어 1

PMY4039 약물상호작용론 2 2 전선 3 영어 1

PMY4040 약물치료학3 3 3 전필 3 2 팀티칭

PMY4041 약물치료학4 3 3 전필 3 2 팀티칭

PMY4042 생물의약품학 2 2 전필 3 영어 2 팀티칭

PMY4043 약국관리학 2 2 전필 3 2

PMY4044 약사윤리와약무관계법규 3 3 전필 3 2

PMY4045 조제학 3 3 전필 3 2

PMY4046 약물송달학 2 2 전선 3 영어 2

PMY4047 커뮤니케이션스킬 2 2 전선 3 2

PMY4048 SOAP에근거한복약지도론 2 2 전선 3 영어 2

PMY4049 임상독성학 2 2 전선 3 2

PMY4050 노인약학 2 2 전선 3 영어 2

PMY4051 TPN요법 2 2 전선 3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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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학년)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  고

PMY4052 신약의약물요법개론 2 2 전선 3 영어 2 팀티칭

PMY4053 기초예비실무실습 2 4 전필 3 2

PMY4054 지역약국실무실습1 3 40 전필 4 1 4주

PMY4055 지역약국실무실습2 3 40 전필 4 1 4주

PMY4056 병원약국실무실습 3 40 전필 4 1 4주

PMY4057 임상약제실무실습 3 40 전필 4 1 4주

PMY4058 병동약사실무실습 3 40 전필 4 1 4주

PMY4059 제약및보건행정실무실습 3 40 전필 4 1 4주(제약3주, 행정1주)

PMY4060 약학실습5 S/U 40 전필 4 1
전공영역별 특수연구

(4주, 하계방학)

PMY4061 병원심화실무실습 3～12 40 전선 4 2
전공
영역별
선택심화
연구

선택필수
12학점 
이수

(4주 3학점 
단위)

PMY4062 지역약국심화실무실습 3～12 40 전선 4 2

PMY4063 제약심화실무실습 3～12 40 전선 4 2

PMY4064 보건행정심화실무실습 3～12 40 전선 4 2

PMY4065 약학연구심화실무실습 3～12 40 전선 4 2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  고

(1) 임상약사
/전문약사 

약학개론, 해부학, 약물미생물학, 
생리학, 면역학, 약품분석화학, 
물리약학, 유기약화학, 생화학, 
생약학, 위생화학, 의약통계학, 
기능성식품학, 의약학영어, 
의약품정보학, 항생물질학, 
약물유전체학, 생물의약품학, 

내분비약물학, 기초예비실무실습

약물학, 병리학, 약물동력학, 의약품정보학, 
항생물질학, 약물유전체학, 약물치료학, 

임상약물동력학, 약물상호작용론, 생물의약품학, 
약국관리학, 약사윤리와약무관계법규, 약과사회, 
조제학, 약물송달학, 커뮤니케이션스킬, SOAP에 

근거한 복약지도론, 노인약학, TPN요법, 
신약의약물요법개론, 지역약국실무실습1,2, 

병원약국실무실습, 임상약제실무실습, 
병동약사실무실습, 병원심화실무실습, 

지역약국심화실무실습

(2) 산업약사
약학개론, 해부학, 약물미생물학, 
생리학, 면역학, 약품분석화학, 
물리약학, 유기약화학, 생화학, 
생약학, 위생화학, 의약통계학, 
세포생물학, 기기분석, 의약화학, 
단백질생화학, 독성학, 본초학개론, 
종양학, 기능성식품학, 의약학영어, 

의약품정보학, 항생물질학, 
약물유전체학, 생물의약품학, 

기초예비실무실습

약품제조화학, 약물학, 약제학, 병리학, 향장품학, 
의약품설계학, 약물동력학, 제제공학, 

약물유전체학, 약과사회, 약전, 제약공정학, 
천연물의약품학, 신약설계개론, 조제학, 

약물송달학, 커뮤니케이션스킬, 
제약및보건행정실무실습, 제약심화실무실습, 
보건행정심화실무실습, 약학연구심화실무실습, 

약사윤리와약무관계법규, 약업경제학

(3) 연구약사
/약과학자

(4) 기타 
(공직약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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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2001 약학개론 Introduction to Pharmacy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약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는 강좌이다. 졸업 후 진로탐색을 통해 약사직능과 
관련된 이슈들의 소개를 통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전공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MY2002 약품분석화학 1 Pharmaceutical Analysis 1

의약품의 분리 및 확인시험에 응용되는 각종 화학반응의 본질, 화합물의 특성, 화학 및 이온평형, 용해도와 
용액 특성 등에 관여하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 등을 강의한다.

PMY2003 물리약학1 Physical Chemistry 1

물리화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약학에 활용하여 약학기술을 이론적, 계량적으로 체계화함을 본 강좌의 목적으로 
한다. 강의는 물질의 구조로부터 용액 및 용액계의 평형, 콜로이드계 및 분산계와 제제의 안정성을 포함한다.

PMY2004 유기약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의약품의 합성 및 작용기전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유기화학반응 및 반응기전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의약품의 화학적 구조와 생리활성간의 상관성 및 작용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
여 약물의 합성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PMY2005 생화학 1 Medical Biochemistry 1

다양한 유전자와 단백질들의 합성, 분해, 기능과 상호 작용 그리고 지질이나 탄수화물의 생체 내 역할을 
공부하고 이들이 어떻게 유전자나 단백질과 작용하여 우리 몸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습득하여 
신개념의 의약품 개발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하고자 한다.

PMY2006 생약학 1 Pharmacognosy I

생약의 평가, 성분, 약리 등 생약자원을 활용한 의약품의 개발 및 응용을 학습한다.

PMY2007 해부학 Human Anatomy

본 강좌는 사람 정상 구조물의 생김새를 이해하고, 주변 구조물들과의 위치관계를 학습한다. 또한, 해부학 
지식을 통해서 관련 과목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PMY2008 약품미생물학 Pharmaceutical Microbiology

약학에서 요구되는 미생물 전반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여, 미생물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전에 
대해 강의한다. 즉, 미생물의 역사, 미생물의 구조, 미생물의 유전 및 유전자 조절 기작, 미생물의 생장과 
영양, 소독 및 멸균, 화학요법제, 숙주-미생물의 상호작용 등을 강의한다.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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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2009 약학실습 1 Pharmacy Lab 1

본 과목은 약품분석, 생화학 및 물리약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이론과 실험 기법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제약 산업에서 약품을 만드는데 응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PMY2010 약품분석화학 2 Pharmaceutical Analysis 2

정량분석의 기초적인 분석치 처리 방법, 화학량론적 계산법, 산 염기 적정, 침전 적정, 산화 환원 및 착화학
물 적정에 의한 용량분석법, 중량분석법 등을 강의한다.

PMY2011 물리약학2 Physical Chemistry 2

물리화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약학에 활용하여 약학기술을 이론적, 계량적으로 체계화함을 본 강좌의 목적
으로 한다. 강의는 확산 현상, 착물과 반응속도론 그리고 반고형제와 그들의 유동성, 분체성 및 약물의 
설계법을 포함한다.

PMY2012 생화학 2 Medical Biochemistry 2

다양한 유전자와 단백질들의 합성, 분해, 기능과 상호 작용 그리고 지질이나 탄수화물의 생체 내 역할을 
공부하고 이들이 어떻게 유전자나 단백질과 작용하여 우리 몸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습득하여 
신개념의 의약품 개발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하고자 한다. 

PMY2013 생약학 2 Pharmacognosy 2

개별 생약의 평가, 성분, 약리 효과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강의한다.

PMY2014 생리학 Human Physiology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기관 및 이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근육, 혈액 및 내분비계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약학 전공자가 알아야 할 인체의 기본 구조 및 생리적 기능을 이해한다.

PMY2015 위생약학 1 Preventive Pharmacy 1

환경 독성 화학 물질과 그들의 건강 효과에 대한 노출 사이의 인과 관계의 규명을 위해서 물질의 특성, 
생물학적 상호작용과 xenobiotics의 독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환경 질병의 예방의 원리에 대해 알게 된다.

PMY2016 약품제조화학 1 Pharmaceutical Chemistry 1

신약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고급 유기 화학의 단위반응에 대한 전반적 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하며 
의약품의 합성방법에 대한 내용 및 이들 의약품의 구조활성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PMY2017 면역학 Immunology

면역은 질병의 발생을 억제해주는 기능으로, 특히 외부로 부터 감염되는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본 수업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구성요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외부 감염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와 분자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면역현상에 대하
여 세포생물학적 그리고 분자생물학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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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2018 의약통계학 Pharmaceutical Statistics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의약품 개발 및 임상 시험 단계에서 요구되는 통계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 통계 지식의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PMY2019 약학실습 2 Pharmacy Lab 2

생약학 실습 및 미생물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생약학 실습에서는 생약의 감별, 생리활성 성분 분리 및 
정제, 생리활성 평가를 다루며, 미생물학 실습에서는 기본실험법을 포함하여 면역학, 항생물질학, 발효학 
등 광범위하면서 필수적인 실험을 다룬다.

PMY4001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본 과목에서는 유전자의 복제, 전사 및 해독 및 단백질의 구조와 이들을 규명하기 위한 최신의 연구기법과 
결과 및 최근 연구 경향들을 논의함으로써 신약개발 응용 및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토론한다.

PMY4002 약품제조화학 2 Pharmaceutical Chemistry 2

신약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고급 유기화학의 단위반응에 대한 전반적 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하며 의약품
의 합성방법에 대한 내용 및 이들 의약품의 구조활성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PMY4003 무기의약품학 Inorganic Pharmaceuticals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기약품, 생물 무기약품 및 유기의약품의 물리 화학적 성질, 합성방법, 약물학적 
용도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PMY4004 약물학 1 Pharmacology1

본 강좌에서는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진단에 사용되는 약물의 수용체에 대한 작용, 약동학, 약력학, 약물대
사 및 독성 등에 대한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자율신경계 약물 및 심장순환기계 약물의 특성과 약리작
용 및 기전, 부작용, 임상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PMY4005 약제학 1 Pharmaceutics 1

약물의 치료효과를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약물의 투여형태 및 투여방법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제제설계의 기초이론을 교육하고, 제제의 제조 방법 및 평가 방법, 제형의 종류 및 투여경로에 
따른 약동학적 특성의 변화, 첨가제의 종류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PMY4006 위생약학 2 Preventive Pharmacy 2

환경 독성 화학물질과 그들의 건강 효과에 대한 노출 사이의 인과 관계의 규명을 위해서 물질의 특성, 
생물학적 상호 작용과 xenobiotics의 독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환경 질병의 예방의 원리를 이해한다.

PMY4007 병리학 Pathophysiology

질병으로 인한 장기기능의 변화, 즉 병의 원인, 기전, 병의 상태 및 경과에 이르는 과정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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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08 약학실습3 Pharmacy Lab 3

의약품의 합성에 이용되는 제법들을 연구하고 의약품의 합성 분리 확인 및 생성물의 입체선택성, 반응경로
에 관해 토의한다. 또한 위생약학 및 환경 독성화학 분야의 기본실습을 시행하고 토의한다.

PMY4009 향장품학 Cosmetology

향장품의 역사, 화학적 조성, 제조방법, 사용법, 안전성 및 평가기술에 대해 교육한다.

PMY4010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세포의 기능에 관한 기능과 구조와의 관계, 세포 생장 및 분화, 대사의 조절, 분화된 세포와 조직의 특성을 다룬다. 

PMY4011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미지 화학물의 분리 및 화학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 널리 쓰이는 크로마토그래피. 적외선 흡광학, 
핵자기 공명, 질량분석학의 원리와 데이터해석법을 강의한다.

PMY4012 의약학영어 English for Pharmaceutical Science 

의약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영어로 학습하고 이해한다.

PMY4013 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 Science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는 식품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

PMY4014 약과사회 Drug and Society

이 과목에서는 의약품과 약사의 지위와 역할을 전체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에 적용되는 기본개념 및 철학을 이해하고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먼저 보건의료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기본철학을 검토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제 요소와 조직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다. 
보건의료전달체계, 인력, 조직, 재원조달, 질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PMY4015 의약화학1 Medicinal Chemistry 1

이 과목은 신약의 연구 방법과 개발 이론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신약의 개발 절차 및 소요되는 시간, 효소 
및 수용체의 구조를 이용한 약물 개발, 약물 구조와 약효의 상관관계를 통한 약물의 개발, 약물의 개발 
사례 등을 강의한다.

PMY4016 의약품설계학 Drug Design

약물의 구조와 약효의 상관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정전기적 요인, 입체적 요인 및 전자밀도 
등 컴퓨터에 응용한 이론에 대해 강의한다.

PMY4017 약물학 2 Pharmacology 2

본 강좌에서는 평활근에 작용하는 약물, 중추신경계 약물, 혈액 질환과 염증 및 통풍 치료약물, 화학요법약
물 등의 특성과 약리작용 및 기전, 부작용, 임상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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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18 약물동력학 Pharmacokinetics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에 관련된 약물동력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전임상 및 임상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PMY4019 약제학 2 Pharmaceutics 2

제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교육하고, 제제재료의 성질, 제형에 따른 약물수송 원리, 제제 및 제형에 따른 
의약품의 안정성, 제제설계를 위한 프리포뮬레이션 등을 강의한다, 또한 고형제제, 반고형제제, 액상제제 
및 분산제제의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PMY4020 제제공학 Pharmaceutical Engineering

제제학 이론에 입각하여 각종 제제의 기초적 처방을 이해하고 단위공정의 수순을 익혀 의약품제제의 제조에 
응용할 수 있는 제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제제기술에 대하여 공정별로 이론 및 기기에 대하여 강의한다.

PMY4021 의약품정보학 Drug Information

의약품에 대한 최신정보를 학습하고, 의약정보의 취득, 정리, 보관 및 활용법 등을 배운다.

PMY4022 약학실습4 Pharmacy Lab 4

약물학 실습에서는 약물의 독성과 약물작용의 기초적인 실험을 통하여 실험 목적과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
운 약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약제학 실습에서는 다양한 제형에 대한 제조기술 및 
평가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고 액상, 반고형 및 고형의 각종 처방과 제제의 조성, 분량 및 용도를 
감사할 수 있고 이들의 조제기술과 기량을 익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PMY4023 항생물질학 Antibiotics

항생물질의 역사, 구조, 특정, 작용기전, 내성 및 효능, 실험방법 등 환자에게 항생물질을 투여시 필요한 
기초지식을 강의한다.

PMY4024 내분비약물학 Endocrine Pharmacology

인체의 대사와 성장 및 생식 등을 조절하는 내분비계의 생리적 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작용 및 기전, 부작용 및 약물 요법 등을 학습한다.

PMY4025 단백질생화학 Protein Biochemistry

생체 내 기본 활성물질들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의 구조와 기능, 효소반응기작,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신경전달 및 signal transduction 현상을 공부한다.

PMY4026 독성학 Toxicology

독성학의 원리, 독성작용기전 및 독성물질로부터 인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룬다. 또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서의 독성물질의 종류 및 질병 발생 과정에서의 역학과 예방적 전략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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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27 본초학개론 Herbology

인류 역사와 함께 질병치료에 사용되어 온 자연 상태의 식물, 동물, 광물 등을 약리작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약물의 효능 및 효과와 질병에 응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PMY4028 의약화학 2 Medicinal Chemistry 2

신약의 연구 방법과 개발 이론을 다루는 과목으로써 신약의 개발 절차 및 소요되는 시간, 효소 및 수용체의 
구조를 이용한 약물 개발, 약물 구조와 약효의 상관관계를 통한 약물의 개발, 약물의 개발 사례 등을 강의한다.

PMY4029 약물유전체학 Pharmacogenomics

약물유전체학은 약물에 의한 유전자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어떠한 유전자의 변화가 약효나 내성을 나타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한다.

PMY4030 약물치료학 1 Pharmacotherapy 1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PMY4031 약물치료학2 Pharmacotherapy 2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PMY4032 임상약물동력학 Clinical Pharmacokinetics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의 약물동력학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약물 및 대사체의  혈중농도에 
근거하여 약물요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PMY4033 약전 Pharmacopoeia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된 대한약전을 교재로 하여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규정, 일반시험법 및 의약품각조 등을 강의함으로써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화학적, 생물학적 및 분석화학적 방법의 원리와 실제를 이해한다.

PMY4034 제약공정학 Industrial Pharmacy

신약연구, 예비제제설계, 전임상 및 임상 시험용의약품제제설계, 비임상 및 임상시험 등을 포함한 의약품개
발과정, 의약품생산과정 및 제반 법규사항, SUPAC (Scale Up & Post Approval Changes)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공정분석기술,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의약품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등에 대해 교육한다.

PMY4035 약업경제학 Pharmaceutical Economics and Policy

의약품전달체계와 약사, 약국, 산업조직 등에 대한 기본 이론과 관점을 배우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비롯되
는 약제비, 약가 정책과 의약품 접근성 및 질 관리 방안, 의약품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
로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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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36 종양학 Cancer Biology

암세포의 특성, 정상세포와의 차이점, 암의 원인, 발암 과정의 생화학적 이해 및 종양 유전자와 발암 
억제 유전자들의 기능을 배운다.

PMY4037 천연물의약품학 Natural Products Medical Chemistry

천연물의 성분 체계를 분류하고 각 성분군에 대한 생합성적인 개요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 추출방법 및 
확인법등의 총론적인 사항과 각 성분군에 따른 대표적인 물질의 성질, 구조, 및 응용 등의 각론을 강의한다.

PMY4038 신약설계개론
Drug Design Techniques Based on Synthetic
Chemistry

약품합성의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최근에 개발된 신약을 중심으로 이들의 합성 방법 및 분자 수식을 
폭넓게 강의한다.

PMY4039 약물상호작용론 Drug Interaction

의약품의 조제 및 병합 투여시 나타나는 약물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 기전 및 영향, 그리고 임상 실무에서
의 응용에 관하여 다룬다.

PMY4040 약물치료학 3 Pharmacotherapy 3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PMY4041 약물치료학 4 Pharmacotherapy 4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PMY4042 생물의약품학 Biodrugs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의 원리와 그 응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의약품들이 현재 출시되어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부한다.

PMY4043 약국관리학 Pharmacy Management

보건의료 전달체계속의 약국의 위상(과거, 현재, 미래) 정립,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 21세기 Global 시대에 부합하는 약국관리자로서의 자질함양을 목표로 
한다. 약국세법, 환자 상담법, 입지선정기법, 약국정보화, GPP 기준 등 약국약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강의와 약국실습, 약국(체인, 문전) 및 의약품물류센터 방문수업이 이루어진다.

PMY4044 약사윤리와약무관계법규 Law and Ethics in Pharmaceutical affairs

약사업무와 관련된 약무관계 법령들의 학습을 통해 약사윤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개설된 강좌이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보험법등 약사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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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45 조제학 Dispensing Pharmacy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키워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요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제 및 투약, 조제실 제제 및 주사제 조제, 치료 약물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처치 방법, 질환별 
및 처방별 복약 지도에 대해 강의한다.

PMY4046 약물송달학 Drug Delivery

생체막에 존재하는 다양한 약물수송체의 종류 및 이들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한다. 또한 최근의 약물수송체 관련 연구들의 특징 및 문제점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약물수송을 
위한 약물 수송체의 적극적인 활용방법들에 대해 이해한다.

PMY4047 커뮤니케이션스킬 Communication Skills

약사-환자간의 또는 의료인간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대해 학습 및 실습한다.

PMY4048 SOAP에근거한복약지도론 Patient Counseling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환자에게 약물을 전달할 때 복약과 관련되어 지도해야할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PMY4049 임상독성학 Clinical and Food Toxicology

독성학의 응용분야로 의약품 및 식품의 독성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측면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비타민, 
소염진통제 등 다양한 약물의 부작용 및 독성과 식품오염물질 등을 연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PMY4050 노인약학 Geriatric Pharmacy

노인을 대상으로 최적의 약물요법 수행을 위한 지침을 학습한다.

PMY4051 TPN요법 IV Mixture of TPN and Clinical Application

TPN시 주사제의 용법 조절에 대해 다룬다.

PMY4052 신약의약물요법개론 Pharmacotherapy of New Drugs

시판 5년 이내의 신약을 이용한 약물요법에 대해 학습한다.

PMY4053 기초예비실무실습 Preliminary Practice for Externship

필수 및 심화실무실습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이론 및 
실습 과정이다.

PMY4054 지역약국실무실습 1 Community Pharmacy Practice 1

본 과목은 지역약국에서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다양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약사의 실제 업무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처방조제 업무,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및 투약관리, 의약정보, 약국경영 및 관리, 보험청
구 등의 업무에 대해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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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55 지역약국실무실습 2 Community Pharmacy Practice 2

본 과목은 지역약국에서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다양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약사의 실제 업무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처방조제 업무,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및 투약관리, 의약정보, 약국경영 및 관리, 보험청
구 등의 업무에 대해 실습한다.

PMY4056 병원약국실무실습 Hospital Pharmacy Practice

본 과목은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병원과 병원약국의 특성 및 역할을 이해하고 병원약국 전반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는 교과목으로 입원, 퇴원 및 외래환자 처방의 검토 조제 및 복약상담을 
실습한다.

PMY4057 임상약제실무실습 Clinical Pharmacy Practice

본 과목은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환자별 개개인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임상약제 업무를 실습하는 교과목으로 처방검토, 임상약동학, 고영양수액요법 및 의약정보 등에 대해 실습한다.

PMY4058 병동약사실무실습 Inpatient Care Practice

본 과목은 병동 입원환자의 약물요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위하여 병동약사의 개별 또는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주사제 처방검토, 조제, 및 안전대책 등을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PMY4059 제약및보건행정실무실습 Industry & Administrative Pharmacy Practice

본 과목은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제약산업체에서의 약사의 업무를 인식하고 의약품생산, 품질관리, 유통, 
허가 업무 및 신약개발업무 등을 산업적 측면에서 실습하고, 보건행정의 개념과 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제약산업 및 보건행정의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한다. 

PMY4060 약학연습 5 Pharmacy Lab 5

각 전공분야의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특수연구 형태이며, 다양한 약과학 연구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하여 
신약발굴과 개발에 적용되는 전공분야별 방법론과 전략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PMY4061 병원심화실무실습 Advanced Hospital Practice

필수실무실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항응고 약료, 심혈관 약료, 내분비 
약료 등의 다양한 질병별 약료를 교육하며 약품정보 관련 교육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PMY4062 지역약국심화실무실습 Advanced Pharmacy Practice

필수실무실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약국에서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전문의약품 약료, 일반의약
품 약료 및 건강기능식품과 만성질환 약료 등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과정이다.

PMY4063 제약심화실무실습 Advanced Pharmaceutical Company Practice

필수실무실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제약산업체에서의 약사의 업무를 인식하고 
의약품생산, 품질관리, 유통, 허가 업무 및 신약개발업무 등을 산업적 측면에서 실습하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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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64 보건행정심화실무실습 Advanced Pharmaceutical Administration Practice

필수실무실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은 보건행정기
관의 역할과 행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

PMY4065 약학연구심화실무실습 Advanced Pharmacy Research Practice

필수실무실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전공분야의 연구실에서 실시하는 약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과목
으로, 다양한 약과학 연구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하여 신약발굴과 개발에 적용되는 전공분야별 방법론과 
전략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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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전자상거래 연계전공

커뮤니케이션관리 연계전공

디자인공학 연계전공

문화학 연계전공

문화기획 연계전공

문화공학 연계전공

소비자학 연계전공

TESOL 연계전공

경제, 사회, 범죄학 연계전공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

다문화사회 연계전공

식품영양학 연계전공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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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전자상거래전공을 경제영역, 경영영역, 국제통상영

역, 정보관리영역, 회계 및 법영역으로 나누고 다음

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둔다. 첫째, 인터넷상의 가

상기업을 통한 새로운 거래인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경제 및 국제통상연구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 및 인터넷무역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여, 새로

운 국제 경제 환경과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자상거래 경제 및 인터넷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둘째, 새로운 거래의 패러다임인 전자상거래에서 기

업의 경영, 마케팅, 품질전략의 교육을 통해서 터넷

비즈니스 지식을 배양하여, 가상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략과 이론을 갖춘 인터넷비즈니스 전문인을 

양성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인 면에서 웹 

관련 시스템디자인, 보안 및 인증, 전략정보시스템 

등 정보관리 지식을 배양하고, 회계적인 면에서 회

계정보시스템 지식을 겸비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자상거래 정보관리 

전문인을 양성한다. 넷째,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고, 경제, 경영, 

정보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인

을 양성한다. 본 과정은 재학생으로 하여금 전자상

거래 관련 경제, 기술, 법제도, 인터넷 무역, 상거래

프로세스 및 정보관리 전반의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

케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경제, 무역, 인터넷비

즈니스, 정보관리 및 법률 전문인의 능력을 배양토

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의 수가 증가하여 전자상거래는 지식 정보 기반의 

새로운 형식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경영혁신과 생

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으며 우리경

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터넷무역 

및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은 물론 인터넷

을 이용한 기술적인 이론과 실무분야에 지속적인 학

문적 발전이 예상되며 그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전자상거래를 전공한 학생들은 전자상거래 경제 및 

인터넷무역 전문인, 인터넷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정보관리 전문인,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인으로 진출

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경제 및 인터넷무역 전문인

   1) 무역회사의 사이버무역 담당

   2) 민간기업과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및 통상

법규 관련 담당

2. 인터넷비즈니스 및 정보관리 전문인

   1)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2) 인터넷 접속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연계전공

Electronic Commerce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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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인

   1) 민간기업과 정부의 전자상거래 법제도 담당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교수소개

정 창 근

소 속 국제통상학전공

전 공 분 야 무역실무

세부연구분야 국제물류, 인터넷무역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무역학과(전공)  상학사

석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무역실무 국제물류 인터넷무역 전자상거래

대 표 논 문

한국수출업체의 수출마케팅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9

수출마케팅에서 무역 e-marketplace 참여기업의 환경-활용-성과 모형에 관한 연구, 2007

한국 수출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관리와 기업성과 관계의 실증연구, 2007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이수방법

SSC2002 경제학개론 3 3 기초 1 경제학전공
 선택 1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INT2002 전자상거래입문 3 3 기초 1 국제통상학전공

선택 3
INT2004 국제무역실무 3 3 기초 1 국제통상학전공

INT4004 인터넷무역 3 3 전문 2 국제통상학전공

INT4009 국제무역과 마케팅 3 3 전문 2 국제통상학전공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1 경제학전공

택 1INT2006 국제무역론 3 3 기초 2 국제통상학전공

 ECO4014 정보경제학 3 3 전문 1 경제학전공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1 경영학전공

선택 2MGT4040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1 경영학전공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1 광고홍보학과

INT4008 국제운송과물류 3 3 전문 2 국제통상학전공 필수

INT4012 국제협상의이론과 실제 3 3 전문 1 국제통상학전공 필수

MIS4011 CRM 3 3 전문 2 경영정보학전공 필수

ACG2006 회계정보시스템 3 3 기초 2 회계학전공 필수

LAW4050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3 3 전문 2 법학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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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이란 기업체,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정당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메시지 전달

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소비자, 주주, 언론

기관, 유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을 대상

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상호간에 호의적이고 생산적

인 관계를 지속, 강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커뮤니케

이션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

리의 주요 수단인 광고, 판매 촉진, 이벤트, PR 등의 

특성 및 조직 또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

계하여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

략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실

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매체 환경 및 소비시장의 구조

적 변화로 인하여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전문성의 한계

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광고 분

야에서는 통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 분

야의 전문 영역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취하여 커뮤

니케이션매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

자의 정보처리과정 및 설득이론을 실제 환경에 적용

함으로써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의 커뮤니케

이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매체들이 출현하면

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체계적으로 브랜드

나 이슈를 알리기 위해 광고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

해야 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관리과정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토대로 공공에 대

한 창의적인 의사전달 방법을 제안하고 대중에게 어

필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관리의 추세는 수용자와 메시지 전달자

를 이어주는 최적의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광고, 홍보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이

벤트, 스폰서십 등 필요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

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최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관리할 전문가를 요

구하는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관리과

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 진로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자

2. 기업 및 공공단체의 홍보 및 위기 관리자

3. 광고 기획 전문가(Account Executive)

4. 시장 분석 전문가(Market Analyst)

5. 판매촉진 및 이벤트 기획자(Sales Promotion & 

Event Planner)

6. 매체 기획자(Media Planner)

커뮤니케이션관리 연계전공

Communication Management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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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이수방법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택 2

ADV2002 크리에이티브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행동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ADV2004 프로모션개론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ADV2005 뉴미디어와 광고 3 3 기초 2 광고홍보학과

ADV2006 홍보학개론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COS2014 커뮤니케이션이론 3 3 기초 2 신문방송학전공

택 2

COS2007 매스컴문장연습 3 3 기초 1 신문방송학전공

COS2008 커뮤니케이션사 3 3 기초 1 신문방송학전공

COS2009 매스컴이론 3 3 기초 2 신문방송학전공

COS2011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3 3 기초 2 신문방송학전공

ADV4016 조사방법론1 3 3 전문 1 광고홍보학과

택 4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1 광고홍보학과

ADV4017 광고캠페인연구 3 3 전문 2 광고홍보학과

ADV4009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3 3 전문 2 광고홍보학과

ADV4013 광고세미나 3 3 전문 2 광고홍보학과

ADV4002 매체전략론 3 3 전문 1 광고홍보학과

COS4003 매스컴연구방법 3 3 전문 1 신문방송학전공

택 4

COS4037 포토저널리즘 3 3 전문 1 신문방송학전공

COS4005 P.R론 3 3 전문 1 신문방송학전공

COS4018 미디어산업론 3 3 전문 1 신문방송학전공

COS4002 인간 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2 신문방송학전공

 교수소개

최 영 균

소 속 광고홍보학과

전 공 분 야 광고학

세부연구분야 뉴미디어, 인터넷광고, HCI연구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영문학과(전공) 영문 학사

석사학위과정 Michigan 주립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ichigan 주립대학(교) 광고학과(전공) 광고학 박사

담 당 과 목 광고학개론 뉴미디어광고 매체전략론

대 표 저 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매체속성과 광고효과에 관한연구

대 표 논 문

단절을통한 광고크리에이티브개발: TBWA코리아의 사례연구

온라인 환경에서 시각화된 제품경험이 소비자의 제품정보에 대한 신뢰감 형성 및 거래위험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

게임내간접광고(PPL)가 브랜드회상과 재인에 미치는 효과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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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장

비가 날로 현대화 감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생산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이

외에도 색상, 외적미관, 감성(感性)을 고려한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건비는 제

품에 대한 제반 비용 중에서 평균적으로 10%정도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설계에 관련된 비용은 제품

의 가격을 70% 이상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80년 후반부터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설계’라는 단어

는 기계, 전자, 건축 분야 등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계의 영문 표현인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서처럼 미술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다. 이에 공학적인 설계와 미적인 면에서의 디자인

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접목되

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자인 공학 전공과정에서는 공학적인 의미의 설계

와 미술에서의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과정으

로서 구체적으로 조형예술분야, 발상추론분야, 인

간공학 및 기술공학 분야로 구성된다. 본 전공에서

는 이들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간

과 제품, 제품과 환경, 제품 간의 설계상의 관련 문제

들에 대한 창의적인 조형능력과 합리적인 제조능력

을 겸비한 디자인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

표를 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 제품설계는 미적 외형과 인간의 감성을 고려

한 공학적인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

된다. 미적 디자인과 공학이 결합해 매우 정밀한 형

태와 특성을 지닌 하이테크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디자인하는 동안 제품은 효과적인 

디자인 통합을 위하여 제품 엔지니어링 과정에 전달

되어야 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디자인과 기

계적 디자인의 통합은 의도한 디자인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다. 

21세기 제품의 디자인 기술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첨단 기술 분야로서 산업화, 정보화된 다양

한 제품개발 환경 속에서 미적 외형뿐만 아니라, 실

용산업제품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디자인 전문업체, 공학 분야 연구소, 제품개발 관련

업체, 기업 내 제품개발 및 기획 관련 분야, 

CAD/CAM/CAE 분야, 그래픽 디자인 분야, 대학원 

진학 등.

디자인공학 연계전공

Design Engineering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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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조  암

소 속 산업시스템공학과

전 공 분 야 인간공학

세부연구분야 인간공학, 감성공학, 디자인공학, 산업안전

학사학위과정 부경대학교 수산물리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Waseda University 산업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Waseda University 산업공학과 인간과학 박사

담 당 과 목 인간공학 안전공학 감성및디자인공학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저 서
도해 에르고노믹스, 한국공업표준협회, 1991.

인간공학실험, 녹원출판사, 1988.

대 표 논 문

The application of 3D for robot manipulation, Journal of Human Science(Japan), Vol.8, No.1, 1995. 

A study on visual characteristics of binocular 3D images, Ergonomics(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in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Vol.39, No.11, 1996.

Visual depth perception of three dimensional images and two dimensional images. The Japanese 
Journal of Ergonomics, Vol.30, No.4, 1994.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이수방법

ARD2001 Design Communications 3 1 기초 1 건축학전공 필수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택 1

ADV2002 크리에이티브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IIP2017 색채와 디자인 2 1 기초 1 미술학부 필수

ISE2004 인간공학 3 3 기초 1 산업시스템공학과

택 2ISE2009 CAD 및 실습 3 3 기초 1 산업시스템공학과

ISE2003 응용 확률론 3 3 기초 1 산업시스템공학과

DBA2003 마케팅원론 3 3 기초 1 경영학부
택 1

MGT4039 마케팅조사 3 3 전문 1 경영학전공

ARD2005 건축설계입문 A 3 1 4 기초 1 건축학전공
택1

ARD4016 Multimedia in Design 3 2 2 전문 2 건축학전공

STA2007 통계계산 및 그래픽 실습 I 3 2 2 기초 1 통계학과
택 1

STA4009 수리통계학 I 3 3 전문 2 통계학과

IDP2011 조형론 2 2 기초 1 미술학부 필수

ISE4013 감성 및 디자인공학 3 3 전문 2 산업시스템공학과

택 2ISE4005 첨단제조공학 3 3 전문 2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2 제품개발 3 3 전문 2 산업시스템공학과

MME2015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3 3 기초 2 멀티미디어공학과

택 2MME4035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3 3 전문 1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34 3D 그래픽 입문 3 2 2 기초 2 멀티미디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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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문화학 연구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새로운 통합학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

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습득하여 문화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다.

2. 새로운 문화학 연구자들을 배출하여 오늘날의 문

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적 상생과 창조의 기

틀을 마련한다.

3. 새로운 문화학 연구자들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

등으로 진출하여 지속가능한 학문 후속 세대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문화학 연구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분야에도 기존 학문에 대한 새로운 활력뿐만 아니라 

단일 학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조화롭고 

창조적인 세계관의 형성과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류

의 미래를 창조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학문적 토대 없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의 기획과 

소비는 창조적인 세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

리게 된다. 따라서 문화학 연계전공의 개설은 기존의 

단일 학문체계를 생산적으로 상호 소통할수 있게 만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문 후속세대와 

사회적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적 토대가 된다.

 졸업 후 진로

문화학 연계 전공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은 정부와 

지역단체의 문화재 관리 분야,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기획이나 생산분야, 국제적인 문화

연대나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문화활동가, 그리고 끊

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주

도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비평가나 문화생산가의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이나 연구

소 등등에서 더 심오한 문화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문화연구의 주도자들로 진출할 수 있다.

문화학 연계전공

Cultural Studies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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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장 시 기

전 공 분 야 문학비평

세부연구분야 문화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영화속의 문학 텍스트와 비평 영미문화연구 영어문화의 세계

대 표 저 서

들뢰즈와 탈근대 문화연구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나는 아프리카 인이다(번역서)

대 표 논 문

근대적 인간의 비평가와 탈근대적 동물의 시인

근대적 사랑의 세 가지 방정식: 프로이드, 라캉, 들뢰즈

20세기 초반의 미국과 21세기 초반의 미국

노 헌 균

전 공 분 야 현대미국소설

세부연구분야 미니멀리즘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미국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버팔로)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미국학 입문 미국문화와 영화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영어구너 문화와 청취

대 표 논 문

에임 햄펄과 미니멀리즘

레이먼드 카버와 미니멀리즘

리처드 포드의 독릭기념일

양 홍 석

전 공 분 야 미국사

세부연구분야 정치사, 기업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서양최근세사 서양사 연습

대 표 저 서

<미국정치문화의 전통과 전개> 국학자료원, 1999

<미국 기업성공 신화의 역사> 동과서, 2001

<고귀한 야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대 표 논 문

19세기말과 20세기초 미국선교사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

페기이튼 사건과 앤드류 잭슨의 정치 전략

대영제국과 버팔로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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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TS2001 문화연구와 문화유산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

CTS2002 문화연구 방법론 3 3 기초 1~2학년 2 문화학

CTS2003 대중문화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

CTS2004 문화상품과 소비문화 3 3 기초 1~2학년 2 문화학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3 기초 1~2학년 2 국어국문학과

PHI4027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기초 1~2학년 2 철학전공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1~2학년 2 사회학전공

DEV0008 21C리더쉽강좌(문화예술) 1 2 기초 1~2학년 1 교양(자기계발)

ETH2001 윤리문화학 3 3 기초 1~2학년 1 윤리문화전공

COS4020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3 3 기초 1~2학년 2 신문방송학전공

KOR4065 서사문화론 3 3 기초 1~2학년 1 국어국문학과

HIS2009 한국문화사 3 3 기초 1~2학년 2 사학과

CTE2007 디지털콘텐츠 제작 입문 3 1 2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

CTS4001 문화연구와 창조적 상상력 3 3 전문 3~4학년 1 문화학

CTS4002 영상예술과 예술비평 3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

CTS4003 문화연구와 문화산업 3 3 전문 3~4학년 1 문화학

CTS4004 문화연구와 기호분석 3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

CTS4005 국내외 인턴쉽 3 전문 3~4학년 1 문화학

CTS4006 해외 현장 학습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

CTS4007 문화연구 논문 작성 3 1 2 전문 3~4학년 1 문화학

JAP4007 일본문화사 3 3 전문 3~4학년 1 일어일문학과

ENG4031 텍스트와 비평 3 3 전문 3~4학년 1 영어영문학과

ENG4040 영미문화 연구 3 3 전문 3~4학년 2 영어영문학과

CHI4023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3 3 전문 3~4학년 2 중어중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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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문화기획 연계전공의 최종 목표는 문화산업 및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창출을 

리드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cultural planner)’
의 양성에 있다.

2. ‘문화가치(cultural values)’를 철학적으로 근거

짓고, 체험적으로 지각하여, 타자에게 다양한 해

석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소통능력을 구사하는 

문화철학적 실천가를 교육과정의 모상(母像)으

로 한다.

3. ‘문화정보(cultural informations)’의 개념과 체

계화에 대한 능숙한 구사와 아울러 문화현상 전

반에 대한 철학적 근거 정립 및 창의적 기획이 

가능한 기본적 문화인식능력을 배양한다. 

4. ‘문화정보’의 수집과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 

전반과 예술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감수성을 ‘문
화정보(cultural information)’로 결정화시켜 유

통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마인드를 지닌 문

화경영자를 지향한다.

5.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의 조건에 부합하는 문

화수요 및 문화체험의 충족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기획 능력을 강화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1. 21세기 한국 사회는 문화욕구의 대중적 폭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국립박물관 개장 이후 엄청난 

관광 인파가 몰려 왔으며, 각종 참사에도 불구하

고 축제는 대부분 성황리에 개최되고, 거의 모든 

국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 이와 동시에 시민적 문화욕구의 질적 수준이 

급격하게 제고되고 있다.

   - 한류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기대 이상으로 급

증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안목을 가진 유능한 

문화기획자는 태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3. 그러면서 문화기획 영역에 있어 전문적 세분화와 

특성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 기

획, 홍보, 영업, 생산 업무의 분화와 아울러 문화

산업과 문화정책 안에서의 아이템 분화도 급격하

게 진행되고,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 가

운데 기획능력은 모든 문화적 실천의 기본 업무

로 부상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1. 이 과정 이수 후 가장 권장할 만한 직업은 문화기

획자로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문화산업기획: 문화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화수요에 기업적으로 대응

   2) 문화정책기획: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및 기타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요구에 부응

문화기획 연계전공

Cult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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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체험기획: 시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화

향수에의 요구에 대한 문화가치체험의 공급

2. 문화기획 못지않은 분야로는 ‘문화경영’이 있다.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를 모두 겨냥한 이 분야

의 직업들은 문화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과 및 시민단체의 각종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문성이 급격히 제고되고 있다. 특히 관광분야

를 필두로 한 문화가치체험에 대한 수요의 폭발

은 이제 양적인 국면을 지나 질적으로 고급화되

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3. 문화의 산업화 및 정치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문

화재정의 조달에 전문적 안목을 가진 ‘문화정책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문화기획연계전공 교수소개

여 준 상

전 공 분 야 마케팅

세부연구분야 브랜드관리, 소비자행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마케팅전공)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마케팅전공)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브랜드관리 소비자 행동

대 표 저 서
한국형 마케팅 불변의 법칙 33

역발상 마케팅

대 표 논 문

Effects of a Scarcity Message on Product Judgments

Culture Difference in Brand Extention Judgments and Feedback Effects

Effects of Parent-Extension Similarity and Self Regulatory Focus on Brand Extension Evaluation

우 흔 우

전 공 분 야 동양철학

세부연구분야 중극근현대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양근현대철학사 한국철학사 퇴계와 율곡의 철학 성리학과 양명학

대 표 저 서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역사 속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9

대 표 논 문

焦循 易 哲學에 관한 연구

論語通釋 연구

초순의 심성론과 중국근대기철학

조  은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사회계층, 성과 가족, 문화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 석사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계급과 불평등 문화사회학 영상사회학 여성학

대 표 저 서

<성과 해방과 성 정치> 조은 외 2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조은 외 7인. 아카넷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조은 외 6인. 선인

대 표 논 문

The Encroachment of Globalization into Intimate Life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구술 생애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 자녀들의 구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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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윤 기

전 공 분 야 서양철학

세부연구분야 사회철학/ 역사철학/ 문화철학/ 철학방법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철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화정보경영개론 법과 사회철학 문화와 역사철학 윤리학

대 표 저 서

철학의 변혁을 향하여: 아페 철학의 쟁점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울리히 벡)

이론과 실천(하버마스)

대 표 논 문

사회질서와 사회 능력

정보화 사회의 생활 세계

철학의 위기와 한국사회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TM2005 문화정보경영개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기획

CTM2001 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습 3 3 기초 1~2학년 2 문화기획

CTM2002 문화가치의 체험과 창작 3 1 2 기초 1~2학년 1 문화기획

PHI4027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기초 1~2학년 2 철학전공

DBA2003 마케팅원론 3 3 기초 1~2학년 1 경영학부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1~2학년 2 사회학전공

CTM4001 문화기획서 작성 3 1 2 전문 3~4학년 2 문화기획 문화실천
영역
(택1)

CTS4005 국내외 인턴쉽 3 3 전문 3~4학년 2 문화기획

CTS4006 해외 현장 학습 3 3 전문 3~4학년 2 문화기획

ADV2006 홍보학개론 3 3 전문 3~4학년 1 광고홍보학과
문화홍보
(택1)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3~4학년 1 광고홍보학과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 행동 3 3 전문 3~4학년 1 광고홍보학과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3~4학년 1 경영학전공 경영
(택1)DBA2006 경영정보론 3 3 전문 3~4학년 1 경영학부

PHI4013 예술철학 3 3 전문 3~4학년 1 철학전공
문화철학
(택1)

PHI2030 법과 사회의 철학 3 2 1 전문 3~4학년 2 철학전공

PHI2007 한국철학사 3 3 전문 3~4학년 2 철학전공

GEO2010 삶과 문화 3 3 전문 3~4학년 1 지리교육과

문화기획
실천
(택2)

BUA4010 박물관학 및 실습 2 2 1 전문 3~4학년 1 불교미술전공

COR2020 글로벌시대의대중문화 3 3 전문 3~4학년 1 교양(핵심교양)

KOP4001 동양미술사 3 3 전문 3~4학년 1 미술학부

ARD4003 한국건축사 2 2 전문 3~4학년 1 건축학

ARD4009 동양건축사 2 2 전문 3~4학년 2 건축학

ARD4001 서양건축사 3 3 전문 3~4학년 2 건축학

PHE2008 체육문화사 3 3 전문 3~4학년 1 체육교육과

PAI4001 미술비평론 3 3 전문 3~4학년 2 서양화전공

FIL4040 영상산업실습 3 1 2 전문 3~4학년 2 영화영상학과

IDP2014 한국미술사 2 2 전문 3~4학년 2 미술학부

전문학점은 문화홍보, 경영, 문화철학, 문화실천영역 등 4분야에서 각기 3학점, 문화기획실천분야에서 6학점

을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목표 

문화공학 연계전공은 ‘시놉시스’에서 ‘디지털시화

(詩畵)’ 등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

된 문화 및 공학의 이론을 학제적으로 습득하며, 이

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을 통해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표

현된 문화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수백 년 동안은 영화나 게임 

등의 디지털로 표현된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를 주도

하는 주요산업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 제국에서는 문화적인 소양을 갖

추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1차적인 디지털콘텐츠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1차적인 디지털콘텐츠 변

환분야의 전문인력이 태부족이다. 그 영향은 영화나 

게임 등의 최종 문화상품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

하여 아시아권에서만 한류(韓流)로 통할 뿐 전세계

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문화소재의 발굴 부재 

및 소재의 1차적인 가공능력 미비에 있다 해도 지나

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강점을 가진 동국대학교에서 문화의 1

차적인 디지털 콘텐츠 전환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

치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

성된 인력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 후 진로

1. 문화 소재의 발굴

   - 출판사, 영화사, 게임제작사, 웹콘텐츠 등 제

작업체의 기획 분야

2. 발굴된 소재의 1차적인 콘텐츠화

   - 웹콘텐츠 및 CD-ROM 타이틀 제작 및 서비스 

분야.

   - 백화점, 서비스 업체 등의 홍보분야

3. 디지털시화(詩畵) 제작

   - 문화 산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분야

4. CD-ROM 타이틀제작

   - 유아용 콘텐츠제작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분야

5. 웹콘텐츠 제작

   - 초등용 콘텐츠 제작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분야

문화공학 연계전공

Culture Engineering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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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학연계전공 교수소개

김 정 호

전 공 분 야 애니메이션

세부연구분야 애니메이션 연출 및 제작, 게임 제작

학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de of the Art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 학사

석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de of the Art ◯◯학과(전공) 예술학 석사

담 당 과 목 3D 그래픽 입문 3D 그래픽 디자인

대 표 저 서
Short Film "IN and Out"

Short Film "Venice Beech"

대 표 논 문

스톱모션 필름 프로덕션에서의 삼차원 컴퓨터그래픽 활용 사례 연구- 단편애니매이션<Venice Beech>를 
중심으로

HDRI 기반의 사실적 덴더링에 관한 연구

3D 컴퓨터그래픽을 도입한 클에이 애니메이션 제작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이 원 덕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사운드 디자인

세부연구분야 사운드 디자인

학사학위과정 호서대학교 음악학과 예술학사

석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de of the Art ◯◯학과(전공) ◯◯학 석사

담 당 과 목 3D 그래픽 입문 3D 그래픽 디자인

대 표 저 서
Short Film "IN and Out"

Short Film "Venice Beech"

대 표 논 문

스톱모션 필름 프로덕션에서의 삼차원 컴퓨터그래픽 활용 사례 연구- 단편애니매이션<Venice Beech>를 
중심으로

HDRI 기반의 사실적 덴더링에 관한 연구

3D 컴퓨터그래픽을 도입한 클에이 애니메이션 제작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TE2003 디지털음향편집 입문 3 1 2 기초 1~2학년 2 문화공학

CTE2004 그래픽 디자인 입문 3 1 2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

CTE2005 문화산업과 역사자료 3 3 기초 1~2학년 2 문화공학

CTE2006 영상제작입문 3 1 2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

CTE2007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3 3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3 기초 1~2학년 2 국어국문학과

PHI4027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기초 1~2학년 2 철학전공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1~2학년 2 사회학전공

DEV0008 21C리더쉽강좌(문화예술) 1 2 기초 1~2학년 1 교양(자기계발)

IDP2017 색채와 디자인 3 1 2 기초 1~2학년 1 미술학부

COS2013 방송제작입문 3 3 기초 1~2학년 1 문예창작학과

CTS2001 문화연구와 문화유산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

CTS2002 문화연구방법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

CTS2003 대중문화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

CTE4001 디지털영상편집 입문 3 1 2 전문 3~4학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6 웹콘텐츠 개발의 실제 3 3 전문 3~4학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5 포트폴리오 제작 3 1 2 전문 3~4학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7 비주얼스토리텔링 3 1 2 전문 3~4학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8 디지털영상촬영 3 1 2 전문 3~4학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KOR4065 서사문화론 3 3 전문 3~4학년 1 국어국문학과

CTS4001 문화연구와 창조적 상상력 3 3 전문 3~4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4 문화연구와 기호분석 3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연계전공

CTS4005 국내외 인턴쉽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연계전공

CTS4006 해외 현장 학습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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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소비자학은 소비자 복지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형

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전공이

며 국가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을 돕고 기업은 

소비자 서비스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소비

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 복지를 향상하

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학 전공자는 소비자복지를 위한 행정업무, 소

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업무, 소비자 보호를 위

한 정책제안업무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지녀

야 하므로 조사연구에 관한 초지식과 소비자 상담을 

위한 타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윤리의식과 객관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

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리더쉽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장과 소비자 행동의 이해, 소비자 심리와 

상담, 소비자 법과 정책 등의 분야와 함께 조사연구

방법 등의 내용을 공부하고 다양한 소비자 관련기구

(기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

원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국

가공인 소비자전문 상담사 자격 등을 취득하여 소비

자관련기관에 종사함으로써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

키는 소비자 주권시대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앞으로의 소비시장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증가, 환

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으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자 주권도 강화될 것이

다. 또한 시장형태와 특성도 바뀌고 복잡한 시장 환

경에서 소비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

비자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다양화와 거래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품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으며, 관련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역

시 고객서비스를 통한 시장의 다변화와 소비자의 변

화된 욕구로 인해 고객서비스를 통한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서도 소비자 행정업무를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

고 있어 소비자 단체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과 소

비자를 대변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 요원이 

기업이나 정부기관,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필요하게 

되므로 소비자학은 매우 실용적인 분야에서 전문성

을 가지고 미래 유망 직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졸업 후 진로

소비자 담당 공무원, 기업 고객서비스 업무부서, 소

비자 교육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정책제안가 

등으로 진출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학 연계전공

Consumer Affairs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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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들의 활동 범위 및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교수소개

최 창 렬

소 속 법학과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채권법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민사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민사법 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1 민법총칙2 물권법 채권법

대 표 저 서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종교분쟁과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비교사법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계약금포기와 배액상환의 법리 소고”,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삼지원, 2004

이 상 현

소 속 경영학전공

전 공 분 야 마케팅

세부연구분야 소비자행동, 서비스마케팅, 유통(소매)관리

학사학위과정 광운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광운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석사

Purdue 대학(교)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학과(전공)

호텔경영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urdue 대학(교)
    Consumer Science & 

Retailing 학과(전공)
소비자학박사

담 당 과 목 서비스마케팅 유통관리 마케팅원론

대 표 논 문

Lee, Sanghyun, Hung-Jen Su, and Alan J. Dubinksy (2005), “Relationship Selling in the Meeting 
Planner/ Hotel Salesperson Dyad,”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29 (4), 427-447.

Su, Hung-Jen, Lucette Comer, and Sanghyun Lee (2008), “The effect of expertise on consumers’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interactive recommendation agents,” Psychology & Marketing, 25 (9), 
859-80.

Lee, Sanghyun and Sanjun Lee (2009), "A Study of the Extended Service Norm Constructs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 and a Moderating Variable in Service Purchasing Situation," Korean Journal of 
Marketing, 11(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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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재

소 속 경영정보시스템

전 공 분 야 경영정보시스템

세부연구분야 데이터마이닝 응용, 고객관계관리, 전사적자원관리

학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경영 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경영공학과 경영정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경영공학과 경영정보학 박사

담 당 과 목 e-비즈니스경영 CRM과 데이터마이닝 ERP/SCM

대 표 저 서
e-Business 시대의 경영정보시스템, 한경사, 2007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고객관계관리, 형설출판사, 2004

대 표 논 문

Bankruptcy prediction modeling with hybrid CBR and GA approach, Applied Soft Computing, 2009

Using genetic algorithms to optimize nearest neighbors for data mining,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2008

Toward global optimization of case-based reasoning systems for financial forecasting, Applied 
Intelligence, 200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이수방법

HOM4020 가정자원 관리 및 실습 3 1 3 전문 2 가정교육과 택 1

MGT4039 마케팅조사 3 3 전문 1 경영학전공
택 1

MGT2006 경영통계 3 3 기초 1 경영학전공

LAW4051 소비자법 3 3 전문 1 법학과
택 1

PUB2002 행정학의 이해 3 3 기초 2 행정학전공

HOM2018 소비자의사결정 3 3 기초 2 가정교육과
필수

HOM2004 가계경제학 3 3 기초 1 가정교육과

HOM4001 소비자상담 및 실습 3 2 2 전문 1 가정교육과

필수HOM4036 소비자 교육과 정책 3 3 전문 2 가정교육과

HOM4039 가정학 현장학습 교육 1 2 전문 2 가정교육과

LAW4005 민사소송법1 3 3 전문 1 법학과

택 4

LAW4028 민사소송법2 3 3 전문 2 법학과

LAW4043 소비자행동론 3 3 전문 2 법학과

SOC4007 사회정책 3 2 1 전문 2 사회학전공

MIS4042 CRM과 데이터마이닝 3 3 전문 2 경영정보학전공

CIC2002 자료구조와 실습 3 2 2 기초 1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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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소TESOL 은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들을 위한 영어교육”의 약어이다. TESOL 연계전공

은 세계어인 영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영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된 전공으로써 국제

화 시대에 인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어 

통번역학, 영어영문학, 교육학의 학문적학제적 교

육을 통해, 영어에 대한 언어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영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경쟁력 있는 

영어 교사 배출을 지향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급속한 성장

은 세계영어(World English)라는 새로운 용어를 산

출했고 영어사용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추세

를 통하여 앞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보다 영어를 제 이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활발한 접촉이 예상된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특

정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국가의 영어사용자

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다. 우리가 영

어를 학습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그 소통에 있다. 

따라서 국제어로서 그리고 소통의 언어로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영어 교육자 양성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본 TESOL 

연계전공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TESOL 연계전공 과정의 졸업생들은 국내 각급 교육

기관의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

동을 할 수 있다. 학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

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방송인, 문화원, 대사

관, 외국 은행, 국제 법률 사무소, 국내외 항공사, 

통역 및 번역, 은행, 국내 대기업—에서 전문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TESOL 연계전공

TESOL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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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박 명 관

소 속 영어영문학부

전 공 분 야 형태론

세부연구분야 신경언어학, 통사론, 형태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박사

담 당 과 목 영어학입문 영어형태론과 어원 영어문장구조론

대 표 논 문

영어관계구문 세부유형의 통사의미 접합면에서의 정치한 표상화연구: 재구성 현상을 중심으로

On Postposition Pied Piping and Stranding In Subjectless Cleft Constructions of Korean

영어 비교구문에서의 이동과 생략의 상호작용

장 시 기

소 속 영어영문학부

전 공 분 야 문학비평

세부연구분야 문화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영화속의문학 텍스트와비평 영미문화연구 영어문화의세계

대 표 저 서

들뢰즈와 탈근대 문화연구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나는 아프리카 인이다(번역서)

대 표 논 문

근대적 인간의 비평가와 탈근대적 동물의 시인

근대적 사랑의 세 가지 방정식: 프로이드, 라캉, 들뢰즈

20세기 초반의 미국과 21세기 초반의 미국

고 진 호

소 속 교육학과

전 공 분 야 교육과정

세부연구분야 교육과정 철학, 종교교육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전공 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교육과정이론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성교육론

대 표 저 서
교육의 철학적 이해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 표 논 문
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2001)

게슐탈트 심리치료와 위빠사나 선의 상보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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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과(전공) 개설학기 비고

EIT2002 영어학 입문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1

EIT2013 실용 영문법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2

EIT2014 시사 영어 강독1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1

EIT2018 English Essay Writing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2

EIT2022 시사 영어 강독 2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2

EIT2023 영어 청취 1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1

EIT2024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1

EIT2027 영어 청취2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2

EIT2030 영어음성학과발음연습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2

EIT2034
Theories & Methodologies in 
TESOL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1

EIT2035 영어형태론과어원 3 3 기초 영어통번역전공 1

EIT4020 시사 영어 글쓰기 3 3 전문 영어통번역전공 1

EIT4049 해석학과번역 3 3 전문 영어통번역전공 1

EIT4035 고급영어 글쓰기 3 3 전문 영어통번역전공 2

EIT4042
Materials & Curricular 
Development in TESOL

3 3 전문 영어통번역전공 2

ENG2003 영어 회화 실습1 3 3 영어문학전공 1

ENG2015 영어 회화 실습2 3 3 영어문학전공 2

ENG2030 글로벌영작문 3 3 영어문학전공 2

ENG2027 영문법과 말하기 연습 3 3 영어문학전공 1

ENG4020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3 3 영어문학전공 2

ENG4024 연극을 통한 영어 연습 3 3 영어문학전공 2

ENG4048 영어권 문화와 청취 3 3 영어문학전공 2

EDU2002 교육 철학 3 3 교육학과 1

EDU2008 교육 심리학 3 3 교육학과 2

EDU4008 교육통계 3 3 교육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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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소점차 현대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경제활동범위가 

늘어나고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관련 실무지식과 전

문적인 기법을 활용한 신종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기, 신용카드이

용범죄, 주가조작, 부동산관련사기, 다단계판매 사

기범죄, 회사인수 및 합병사기 등의 다양한 경제관

련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 범죄학 연계전공 과정에서

는 수강생들이 현대사회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다양

한 주제들과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련된 범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경제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대책마련에 

필요한 기본지식의 함양과 함께 보다 실무적이고 전

문적인 지식전달을 통해 사회학과 경제학 지식을 갖

춘 범죄학 전문 인력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오늘날 범죄학 분야에서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

적인 탐색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발생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범죄학 이론

들에 관련되는 추상적인 논의들보다는 실제 발생하

고 있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과 함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보다 중시되고 있

다. 그러므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경제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무대응능력을 갖

춘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경제범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들을 파악하

고 이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이 매우 필요하다. 또

한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사회, 범죄학 

연계전공 과정의 이수자는 경찰간부시험이나 순경

시험을 준비하여 경찰에 입직한 후에 경제범죄를 전

문적으로 조사하는 수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한,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사무직으로 진출하여 관련

부서에서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민간분야에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및 신용

정보 조사 회사나 민간조사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전

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범죄학 연계전공

Economics, Sociology, Criminology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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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교수소개

곽 대 경

소 속 경찰행정학과

전 공 분 야 사회학 전공

세부연구분야 범죄학 전공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하와이 주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과 상황적 범죄예방 범죄사회학 소년비행론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범죄학연구방법론, 센게이지, 2009

대 표 논 문

부산 APEC회의에 대비한 대테러방안에 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2005

한국과 일본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8

이 경 원

소 속 경제학전공

전 공 분 야 산업조직론

세부연구분야 산업조직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대 표 저 서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인수합병시 쟁점사항 검토

인터넷 포털 산업의 특성과 시장획정

P2P 정액요금제 도입의 시장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

바이오 산업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대 표 논 문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Compatibility Competi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조 동 기

소 속 사회학전공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정보사회학, 조직사회학, 양적방법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owa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보사회론 직업사회학 사회조사실습 사회변동론

대 표 저 서

 2002. 『사이버공간과 공동체』(조동기 역). 나남.

 2007. 『정보사회이론』(조동기 역). 나남.

 2008. 『기로에 선 중산층』(한국사회학회 공저). 인간사랑.

대 표 논 문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2009.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사회인구학적 상관요인에 대한 공간분석.

 2009. 사회적 신호이론과 사이버공간의 가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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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과(전공) 개설학기 비고

POA2016 형법1 3 3 기초 학사1∼2년 경찰행정학과 1

POA2023 범죄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경찰행정학과 2

POA2026 범죄예방론 3 3 기초 학사1∼2년 경찰행정학과 2

POA2027 형법2 3 3 기초 학사1∼2년 경찰행정학과 2

SOC2011 정보사회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2

SOC2010 한국사회론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2

SOC2006 비판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1

SSC2002 경제원학개론 3 3 대학전공기초 학사1∼2년 사회과학대학 1,2

ECO2003 미시경제학 3 3 기초 학사2 경제학전공 1,2

POA4011 범죄심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경찰행정학과 1

POA4029 신종범죄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찰행정학과 1

POA4031 범죄통계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찰행정학과 1

POA4017 형사소송법 3 3 전문 학사3∼4년 경찰행정학과 1

POA4033 산업보안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찰행정학과 2

POA4024 국가정보학 3 3 전문 학사3∼4년 경찰행정학과 2

SOC2008 사회조사방법 3 1 2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2

SOC4009 직업사회학 3 1 2 전문 학사3∼4년 사회학전공 1

SOC4009 계급과 불평등 3 3 전문 학사3∼4년 사회학전공 1

SOC4004 사회변동론 3 3 전문 학사3∼4년 사회학전공 1

SOC4007 사회정책 3 1 2 전문 학사3∼4년 사회학전공 2

ECO4009 산업조직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전공 1

ECO4014 정보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전공 1

ECO4020 금융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경제학전공 1

ECO4006 국제금융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전공 2

ACG2001 회계원리 3 3 기초 학사1년 회계학전공 1,2

INT2002 전자상거래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국제통상학전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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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본 연계전공은 국가 간은 물론 민간차원을 통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국제

정치, 국제통상,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경영 등의 

전문적 소양과 함께, 교류와 협력에 필수인 글로벌 

언어 (global language)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차적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보다 나은 정치사

회발전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전문 활동가의 

양성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력은 195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1961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구성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세

계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기

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의 대

열에 들어섰으나, GNP 대비 공적개발기금의 비율

이 0.05%에 불과하여, OECD 권고기준인 0.7%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분단과 전쟁

의 상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국의 반

열에 올라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서, 그 위상변화에 맞는 보다 폭 넓고 적극적

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류에 발 맞

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육성은 시대적 사명이

라 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은 그에 역

할을 다하고자 한다. 

 졸업 후 진로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 이수자는 다양한 교육내용

을 통해 국제기구, NGO,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국제기구: 국제개발협회 (IDA), 유니세프 한국위원

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Colombo Plan, 

Pacific Islands Forum, 유엔인구활동기금, 국제연

합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유네스코, 국제연합공

업개발기구 (UNID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

회 (ESCAP), 국제연합봉사단, 국제연합무역개발협

의회,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보건기구 (WHO), 

아프리카통일기구 (OAU), 국제연합대학교 (UNU), 

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ADB),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부흥개

발은행 (IBRD), 국제금융연합회 (IIF) 등. 

NGO: 국제협력단(KOICA) 세계청년봉사단, 환경

운동연합, 경불련(사) 이웃을돕는사람들, 국제개발

협회, 국제농업개발원,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아

동돕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인터네셔

날, 대륙복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Global NGOS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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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2004 서양외교사 3 3 기초 학사1~2년 정치학 2

정치행
정사회
복지분
야(택 
4)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3 3 전문 학사1~2년 정치학 1

POL4045 유럽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학 2

POL4033 외교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학 1

POL4046 국제정치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학 2

POL4036 미국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학 1

POL2018 정치토론 3 3 기초 학사1-2년 정치학 1

POL4047 현대한국정치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학 1

PUB4005 복지행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행정학 2

PUB2002 행정학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행정학 2

SOC2005 인구와가족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 1

SOC2004 정치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 1

SOW4026 비영리조직론 3 3 전문 학사3-4년 사회복지학과 2

한적십자사, 동북아평화연대, 룸비니 국제문화교류

협회, 월드비전  등.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

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전공교과 최소 36학점 중 정치행정

사회복지분야에서 4과목 (12학점), 경제통상법

분야 2과목 (6학점), 외국어 분야에서 4과목 (12

학점)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6학

점의 경우 위 분야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 명시한 교양과목을 선택

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외국어 (학문기초) 영역은 12학점 이상 취득하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관련 과목 중 한 

언어 관련 학점이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수강한 학점의 경우, 해

당국의 언어를 습득한 것으로 간주, 학생이 취득

한 학점을 외국어 (학문기초)영역의 학점으로 인

정할 수 있다. 

 교수소개

김 준 석

소 속 정치외교학전공

전 공 분 야 정치이론

세부연구분야 정치이론, 미국정치, 정치학방법론, 정치경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치 토론 미국정치론 의회정치론 현대정치이론

대 표 저 서

"Monopoly Regulation: Telecommunications" In『Regulations in the States』edited by Paul Teske.(2004)

“미국 주 정부와 지방정부.” 『미국의 정부와 정치』(2007)

“Public Utilities.” In Encyclopedia of American Government and Civics. Edited by Michael A. Genovese 
and Lori Cox Han. Volume III (2009)

대 표 논 문

"Bureaucratic Leverage over Policy Choices: Explaining the Dynamics of State-level Reforms in Telecom 
Regulations." the Policy Studies Journal.(2005)

“미국 연방자문위원회 제도변화의 역동성 분석.” 『한국행정논집』(2009)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 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가?" 『한국과 
국제정치』(2009)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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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2006 국제무역론 3 3 기초 학사1~2년 국제통상 2

경제통
상법분
야

(택 2)

INT2005 국제통상론 3 3 기초 학사1~2년 국제통상 2

INT4001 국제금융론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 1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 1

INT4012
국제협상의       
이론과실제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 1

INT4024 국제지역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 1

LAW4010 국제법 1 3 3 전문 학사3~4년 법 1

LAW4016 국제협상법 3 3 전문 학사3~4년 법 1

LAW4027 국제법2 3 3 전문 학사3~4년 법 2

LAW4044 국제거래법 3 3 전문 학사3~4년 법 2

LAW2034 법조영어 3 3 전문 학사3~4년 법 2

MGT4051 국제경영학 3 3 전문 학사3~4년 경영 1

PRI5081 중국어(초급) 3 2 2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2

외국어
분야
(택 4)

PRI5082 중국어(중급) 3 2 2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2

PRI5083 일본어(초급) 3 2 2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2

PRI5084 일본어(중급) 3 2 2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2

PRI5091 스페인어(초급) 3 2 2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PRI5092 스페인어(중급) 3 2 2 학문기초 2

PRI5068
Advanced Academic 
Reading& Discussion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2

PRI5073
Current Issues and 
Discussion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PRI5076 Business Writing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COR2003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핵심교양 공통

교양
선택

COR2014 글로벌세계의문화와소통 3 3 기초 학사1-2년 핵심교양 공통

EGC6017 국제정세의변화와한국 3 3 기초 학사1-2년 일반교양 공통

EGC6030 인권과사회 3 3 기초 학사1-2년 일반교양 공통

COR2018 세계경제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핵심교양 공통

COR2020 글로벌시대의 대중문화 3 3 기초 학사1-2년 핵심교양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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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소이 과정의 목표는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주

의에 관련된 쟁점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

써 다문화주의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다문화주의

는 인종, 민족, 국가, 계급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다양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다양한 요인들과 결부

되어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해외 거주 교민이

나 탈북자(새터민)의 유입으로 다문화주의는 한층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

여 다문화주의 영역을 정치행정, 경제통상, 사회문

화, 북한/통일, 한국학/법제별로 구분하여 교과과

정을 구성함으로써, 수강자들이 다문화주의에 대

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

였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다문화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의 인권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초기에는 소

위 문화의 ‘용광로’를 추구하는 동화주의 관점이 지

배하였으나, 정체성의 기반이 다양화된 최근에는 다

양한 고유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 관점이 

확산되어 있다. 과거에는 인종이나 민족, 국가, 성

별, 계급 등이 다문화의 토대가 되었으나 오늘날에

는 취향, 성성(sexuality), 신체, 직업 등과 같은 새

로운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문화주의가 형성되고 있

다. 세계화, 탈근대주의, 정보화 등에 따른 다문화주

의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와 교육을 통

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양

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진로

한국은 다문화주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기 때

문에, 다문화주의 관련 지식은 사회의 거의 모든 분

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나, 특히 사회복지, 범죄예방, 

이민, 통일 등과 같이 사회통합이나 사회병리 예방

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정의 이수자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사회복지 

기관, 이주자 교육 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분

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사회학, 사회복지학, 북한

학, 여성학, 행정학, 정치학 분야의 대학원으로 진학

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

할 수도 있다.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

다문화사회 연계전공

Interdisciplinary Studies for Multiculturalism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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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정치행정, 경제통상, 북한/통일, 한국학/법제 영

역은 각 6학점, 사회문화 영역은 12학점을 이수

해야 한다.

분야 이수 학점 개설 학점 (과목) 기초/전공(과목)

정치행정 6 18 (6) 2/4

경제통상 6 18 (6) 2/4

사회문화 12 21 (1) 3/4

북한/통일 6 18 (6) 2/4

한국학/법제 6 16 (6) 4/2

계 36 96 (32) 14/18

 교수소개

김 준 석

소 속 정치외교학전공

전 공 분 야 정치이론

세부연구분야 정치이론, 미국정치, 정치학방법론, 정치경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치 토론 미국정치론 의회정치론 현대정치이론

대 표 저 서

“Monopoly Regulation: Telecommunications” In Regulations in the States edited by Paul Teske.(2004)
“미국 주 정부와 지방정부.” 미국의 정부와 정치(2007)
“Public Utilities.” In Encyclopedia of American Government and Civics. Edited by Michael A. Genovese 
and Lori Cox Han. Volume III (2009)

대 표 논 문

“Bureaucratic Leverage over Policy Choices: Explaining the Dynamics of State-level Reforms in 
Telecom Regulations.” the Policy Studies Journal.(2005)
“미국 연방자문위원회 제도변화의 역동성 분석.” 한국행정논집(2009)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 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2009)

이 경 원

소 속 경제학전공

전 공 분 야 산업조직론

세부연구분야 산업조직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대 표 저 서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인수합병시 쟁점사항 검토

인터넷 포털 산업의 특성과 시장획정

P2P 정액요금제 도입의 시장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

바이오 산업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대 표 논 문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Compatibility Competi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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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동 기

소 속 사회학전공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정보사회학, 조직사회학, 양적방법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owa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정보사회론 직업사회학 사회조사실습 사회변동론

대 표 저 서

2002.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조동기 역). 나남.

2007. 정보사회이론 (조동기 역). 나남.

2008. 기로에 선 중산층 (한국사회학회 공저). 인간사랑.

대 표 논 문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2009.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사회인구학적 상관요인에 대한 공간분석.

2009. 사회적 신호이론과 사이버공간의 가버넌스.

곽 대 경

소 속 경찰행정학과

전 공 분 야 사회학 전공

세부연구분야 범죄학 전공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하와이 주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전공)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과 상황적 범죄예방 범죄사회학 소년비행론 경찰인사행정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범죄학연구방법론, 센게이지, 2009

대 표 논 문

부산 APEC회의에 대비한 대테러방안에 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2005

한국과 일본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8

이 학 노

소 속 국제통상학전공

전 공 분 야 국제통상학 전공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제, 국제통상, 경제통합, 통상규범

학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 텍사스 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 텍사스 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통상규범론 국제지역경제론 한국경제와 통상 한국무역론

대 표 논 문

Endogenous tariff creation and tariff diversion in a customs union, European Economic Review, March 
2001

합성수지 할당관세 부과의 정책적 시사점, 관세학회지, 2009. 12월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 및 협상 방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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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과(전공) 개설학기 비고

POL2003 비교정치론 3 3 기초 학사1~2년 정치학 2 정치행정

PUB2005 정책형성론 3 3 기초 학사1~2년 행정학 2 정치행정

PUB4023 공공서비스론 3 3 전문 학사3~4년 행정학 2 정치행정

PUB4026 공공정책과가버넌스 3 3 전문 학사3~4년 행정학 1 정치행정

POL4045 유럽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학 2 정치행정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학 2 정치행정

ECO2004 거시경제학 3 3 기초 학사1~2년 경제학 1 경제통상

INT2005 국제통상론 3 3 기초 학사1~2년 국제통상 2 경제통상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 1 경제통상

INT4011 비교문화와경영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 1 경제통상

ECO4011 인적자본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 2 경제통상

INT4010 환경,경제와 통상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 1 경제통상

SOC2005 인구와가족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 1 사회문화

SOC2006 비판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 1 사회문화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 2 사회문화

SOC4004 사회변동론 3 3 전문 학사3~4년 사회학 1 사회문화

COS4020 문화와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신문방송 2 사회문화

SOC4013 고령화사회론 3 1 2 전문 학사3~4년 사회학 2 사회문화

SOC4015 다문화사회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사회학 2 사회문화

NOR2001 북한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북한학 1 북한통일

NOR2006 북한의사회와문화 3 3 기초 학사2~3년 북한학 2 북한통일

NOR4003 남북한교류협력과사회통합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 1 북한통일

NOR4008 북한의언어와생활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 1 북한통일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 2 북한통일

NOR4013 동북아정치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 2 북한통일

KOR2039 국어음운과 표준발음 3 3 기초 학사2~3년 국문학 1 한국학/법제

LAW4010 국제법1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 1 한국학/법제

GEO2010 삶과문화 3 3 기초 학사2~3년 지리교육 1 한국학/법제

HIS2009 한국문화사 3 3 기초 학사2년 사학과 2 한국학/법제

HIS2010 동아시아역사사의소통과교류 3 3 기초 학사2~3년 사학과 2 한국학/법제

GEO4019 세계화와지역문제 3 3 전문 학사3~4년 지리교육 2 한국학/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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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식품영양학은 국민영양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생활

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대책개발을 위하여 식품과

학, 영양학, 급식관리학 등 식생활 전반에 걸친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을 교육하는 학문분야이다. 식품영

양학의 원리와 실제를 터득하여 다변화되어 가는 사

회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를 배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식품영양학에서는 

21세기에 맞추어 인류의 큰 관심거리인 건강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통식품의 약리

적 효과나 다이어트 식품으로부터 인체의 유용한 기

능성 식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통음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전통음식을 더 발전시키고 

세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질

병에 대한 연구나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 식품의 올

바른 가공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모든 분야

에 있어 전문인을 요하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식품영

양관련 학과에서는 대학원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학부에서는 여러 분야를 넓게 두루 접하

고,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도

록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은 인류와 함께 하는 학문

이다. 따라서 당뇨병, 고혈압 등 식이와 연관이 많은 

질병에 대한 식이요법이나 식품영양학에 관한 지식, 

올바른 식습관 모형 등을 지역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다. 또한 영양교사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할 

경우,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영양교사 

교직과정은 졸업전까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식품영양학전공 심화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

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교과 관련 과목 이수시 보건

교사 자격도 가능하다.

 졸업 후 진로

병원에서 영양상담과 급식관리를 책임지는 영양사

와 기업체,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등의 영양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미국 영양사 자격증(C.N.S.D.)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식품회사, 식품의약관련 산업체, 식품･영양관련 연

구기관, 병원 및 보건관련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

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 급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식위탁전문업체, 패

스트 푸드 업체, 외식업체 등에서 전문급식관리자 

및 전문경영인으로 종사할 수 있다.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

식품영양학 연계전공

Food and Nutrition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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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표 1>에 제시

된 각 영역별 최소이수과목(총 18과목) 및 학점

(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

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수소개

이 심 열

소 속 가정교육과

전 공 분 야  식품영양학

세부연구분야  응용영양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정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식사요법 생애주기영양

대 표 저 서

식이요법, 고문사

식생활과 관리, 신광출판사

식생활 길라잡이, 신광출판사

대 표 논 문

수도권지역 학교급식소의 위생관리 현황 및 HACCP 시스템 적용 장애요인 연구(2008)

전국 주요사찰 제공 식단의 영양적 평가(2007)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한국 농촌성인의 섭취영양소별 주요급원식품 및 변이식품(2000)

홍 광 원

소 속 식품생명공학과

전 공 분 야 식품생화학

세부연구분야 식품안전,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효소와 균주육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농학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생화학 분자생물학입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실험

대 표 논 문

Toxin Gene Profiling of Bacillus cereus Food Isolates by PCR, J. Korean Soc. Appl. Biol. Chem. 51: 
263-268 (2008)

A duplex PCR assay for differentiating native common buckwheat and Tartarian buckwheat, and its 
application for the rapid detection of buckwheat ingredients in food, Food Sci. Biotechnol. 17: 357-361 
(2008)

Rapid detection of Enterobacter sakazakii using TaqMan real-time PCR assay, J. Microbiol. Biotechnol. 
17: 516-5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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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은

소 속 의생명공학과

전 공 분 야 Biochemistry, Chemical Biology

세부연구분야 Biochip, Protein-Peptide Chemistry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hicago Dep. Chemistry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유기화학 생유기화학 화학생물학

대 표 저 서
Youngeun Kwon, Matthew A. Coleman and Julio A. Camarero Understanding Biology Using Peptides: 
New Tools for the Site-Specific Attachment of Proteins to Surface, New York, Springer, 2006.

대 표 논 문

Y. Kwon, C.  A. Hara, M. G. Knize, M. H. Hwang, K. S. Venkatesteswaran, E. K. Wheeler, P. M. Bell, 
R. F. Renzi, J. A. Fruetel, C. G.  Bailey (2008) Magnetic bead based immunoassay for autonomous 
detection of toxins,  Anal.Chem.,80, 8416-8423

Y. Kwon, M. A. Coleman, and J. A. Camarero (2006)  Selective Immobilization of Proteins onto Solid 
Support via Split-Intein Mediated Protein Trans-Splicing, Angew.Chem.Int.,45(11),1726

Y. Kwon, M. Mrksich (2002) Dependence of the rate of an interfacial Diels-Alder reaction on the steric 
environment of the immobilized dienophile: An example of enthalpy-entropy compensation, 
J.Am.Chem.Soc.,124,806-812

권 승 구

소 속 식품산업관리학과

전 공 분 야 식품마케팅

세부연구분야 식품마케팅, 식품유통론, 식품물류관리론, 식품정책론, 푸드시스템론, 협동조합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전공)  농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푸드시스템론 식품유통론 식품마케팅론 식품정책론

대 표 저 서

(공저) 유통환경변화와 농산물도매시장,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2000. 

(공저) 산지유통혁신전략, 명진씨엔피, 2005.

(공저) DMZ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대 표 논 문

미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2008. 9. 

(공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식품유통학회, 2009. 9.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2009. 9.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과(전공) 개설학기 비고

BIO4020 동물생리학 및 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생명과학과 2

BME2006 생화학 3 3 기초 학사1-2년 의생명공학과 1

HOM2002 기초영양학 3 3 학부1학년 가정교육과 1

HOM4042 생애주기영양 2 2 전문 학사3-4년 가정교육과 2

HOM4040 식사요법 3 3 전문 학사3-4년 가정교육과 1

FOO4001 식품화학 3 3 전문 학부3-4년 영어 식품생명공학과 1

FOO2011 식품미생물학 3 3 기초 학부2학년 식품생명공학과 2

FOO4003 식품가공학 Ⅰ 3 3 전문 학부3-4년 식품생명공학과 1

HOM2006 한국조리 2 1 2 기초 학사1-2년 가정교육과 1

HOM4004 외국조리 2 1 2 전문 학부3-4년 가정교육과 2

HOM2014 조리과학 3 3 기초 학사1-2년 가정교육과 2

FOO4019 식품위생학 3 3 전문 학부3-4년 영어 식품생명공학과 2

HOM4039 가정학현장학습교육 1 2 전문 학사3-4년 가정교육과
 계절

FIS2027 식품유통론 3 3 기초 학부2-3년 식품산업관리학과 2

HOM4043 식생활관리 3 3 전문 학부3-4년 가정교육과 2 연계전공

HOM4046 영양교육 3 3 전문 학부3-4년 가정교육과 1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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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과(전공) 개설학기 비고

영양화학
(고급영양학)

3 3
학점교류로 

가능

임상영양학 3 3
학점교류로 

가능

지역사회영양학 3 3
학점교류로 

가능

단체급식관리 3 3
학점교류로 

가능

<표 1> 영양관련 교과목 최소이수과목 및 학점 현황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구분 과목명 유사인정과목명
최소이수

비고
과목 학점

계 23 18 52

기초

생리학 영양생리학, 인체생리학

2 6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보건학, 환경위생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6 19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및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벙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5 14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식품미생물학 발효(미생물)학, 발효식품학

식품가공및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다량조리

4 11

급식경영학
급식정보(전산)관리,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식품구매, 식품유통 

및 구매,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산업 및 마케팅전략

식생활관리학 식생활(과) 문화, 식문화사, 식생활계획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영양사 실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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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관련 이수안내

구분 사범계 학생 비사범계 학생

이수자격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함

교직개설학과의 2학년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기간에 선발된 
학생에 한함.

이수요건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과목, 교과교육론, 교
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③ 단수 학위취득을 위한 전공 최저이수 학점 및 전문과정 



이상 이수

④ 졸업 전체 누계 성적 75점(2.31) 이상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과목, 교과교육론, 교
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③ 단수 학위취득을 위한 전공 최저이수 학점 및 전문과정 



이상 이수

④ 졸업 전체 누계 성적 75점(2.31) 이상⑤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 (복수, 부전공자포함)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주의사항
① 학위졸업요건 +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② 교직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각각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① 학위졸업요건 +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②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위 교직이수요
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는 없음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1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5호

 교직이수예정자 이수요건

구분 주전공 교직이수

신청 및 
선발요건

① 매 2학기 2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②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③ 누계성적 80% + 집필고사 10% + 면접고사 10% 반영을 통한 대상자 선발④ 교직 설치학과(다음 페이지 표 참조) 입학정원의 5~10%내에서 선발
  - 교직이수예정자는 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후 전과시 자격 박탈
  - 별도의 이수요건 충족시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이수요건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③ 주전공 학위졸업요건 + 교직이수요건 모두 충족④ 졸업 전체 누계 성적 75점(2.31) 이상

자격증
및 진로

주전공 중등학교 2급 정교사 5호

임용고사
응시자격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

교직과목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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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복수전공 이수요건

구분 교직복수전공

이수자격

매 학기 학위복수전공신청기간에 신청. 선발된 자로서 교직복수전공여석에 선발된 자
* 사범대학으로의 교직복수선발가능인원 : 입학정원의 100%→ <기준> 사범대 06학번 입학자부터
* 교직과정설치학과로의 교직복수선발가능인원 : 입학정원의 20%→ 비사범대 06학번 입학자부터   
* 선발 기준은 학번별 TO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최소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이수요건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과목,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③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 주전공 최저이수학점은 50학점이상 )④ 졸업 전체 누계 성적 75점(2.31) 이상⑤ 주전공의 학위취득요건 및 교직이수요건+복수전공의 학위취득요건 및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격증
및 진로

① 주전공 교원자격증 외 별도의 교원자격증 취득② 2개 과목 교직 진출 가능

임용고사
응시자격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

특이사항

①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②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③ 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을 받아야 함.(반드시 실습전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수)④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⑤ 교원자격증의 발급일자는 학사학위 취득일(졸업일)이며, 자격증 수령은 졸업식 날 또는 그 이후 학과사무실(비사범계학과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서 함. 

※ 위 <교직과목이수요건>은 추후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될 경우 이수요건이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교직선발 후 배부되는 [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교직설치학과

대학 모집단위 개설전공

불교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인도철학전공, 선학전공

문과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이과 수학과, 물리학고, 화학과, 통계학과

법과 법학과

사회과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바이오시스템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영상미디어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예술
미술학부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연극학부 연극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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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현황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직필
(교직이론)

ERC0001
ERC0002
ERC0003
ERC0011
ERC0012
ERC0005
ERC0006
ERC0007
ERC0009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7과목
선택이수

직필
(교직소양)

ERC0013
ERC0014

교직실무
특수교육학

2
2

2
2

직필
(교육실습)

ERC0008
ERC0010
ERC0015
ERC0016

교육실습
산업체현장실습
교육봉사1
교육봉사2

2
0
1
1

4주
4주

30시간
30시간

**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미이수시 신청 불가
전자, 전기, 화공생물

전공
-
-
-

(전공별)교과교육론
(전공별)교재연구및지도법
(전공별)논리및논술

3
3
3

3
3
3

3,4학년에 이수

 학과별 교과교육론(개설시기: 매학년도 1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해당전공 및 학과

(교재연구및지도법과 동일)

전공

ERC1034
ERC1035
KLE4045
ERC1036
ERC1037
HIE4020
GEO4051
EDU4029
HOM4047
PHE4067
ERC1039
MAE4045
ERC1040
ERC1041
ERC1042
ERC1043
ERC1044
ERC1045
ERC1046
ERC1038
ERC1048
ERC1049
ERC1047
ERC1032
ERC1033

종교교육론
철학교육론
국어교육론
영어교육론
일본어교육론
역사교육론
지리교육론
교육학교육론
가정교육론
체육교육론
도덕․윤리교육론
수학교육론
물리교육론
화학교육론
일반사회교육론
상업정보교육론
농업교육론
생물교육론
공업교육론
중국어교육론
연극영화교육론
미술교육론
컴퓨터교육론
공통사회교육론
공통과학교육론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불교, 선
철, 인도철
국어교육, 국어국문
영어문학, 영어․통번역
일어일문
역사교육, 사
지리교육
교육
가정교육
체육교육
윤리문화
수학교육, 수, 통계
물리
화
법, 정치외교, 경제, 행정
국제통상, 경영, 회계
바이오환경과학, 식품생명공, 식품산업관리학
생명과학
전자공, 전기공, 화공생물공
중어중문
연극, 영화영상
미술
컴퓨터공, 정보통신공
역교,지교,사,법,정외,경제,행정
화, 생물, 물리

※ 비사범대의 경우 상기과목이 교직영역에 개설되나 전공으로 인정



695

 학과별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개설시기 : 매학년도 2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전공

ERC2015
ERC2016
KLE4046
ERC2017
ERC2018
ERC2019
H IE4021
ERC2020
MAE4046
ERC2021
ERC2022
EDU4030
GEO4052
HDM4048
PHE4068
ERC2023
ERC2024
ERC2025
ERC2026
ERC2027
ERC2028
ERC2029
ERC2030
ERC2031
ERC2032
ERC2033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독일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역사교재연구 및 지도법
도덕․윤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가정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정보교재연구 및 지도법
농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미술교재연구 및 지도법
중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연극영화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통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통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 비사범대의 경우 상기과목이 교직영역에 개설되나 전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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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대상

전체 학과 학생

 자격종별

평생교육사 2급(구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이수방법

1. 이수 희망자는 2학년부터 정해진 신청기간 동안 

이수신청서를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평생교육실습은 이수자를 대상으로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또는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동안 4주간 

실시하며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자격증 발급

1.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과목을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인정 기준)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

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한다.

2.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졸업 예

정 학기 초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를 경유한 후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3. 필수과목 5과목, 선택과목 7과목 중 6과목을 이수

해야 한다.

 평생교육사 교육과정표

구분 이수구분 교육부지정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과 비고

필수

평필
평필
평필
평필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LED0001
EDU2004
LED0002
EDU4011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3
3
3

3
3
3
3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선택

평선
평선
평선
평선
평선
평선
평선

특수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인적자원개발론
상담심리학
원격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EDU4020
EDU2010
EDU4003
LED0008
EDU4012
EDU4018
EDU4019

특수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인적자원개발론
상담심리학
원격교육론
인간발달과 학습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6과목
이상
선택
필수

실습 평필 평생교육실습 LED0004 평생교육실습 - - 실습기관 필수

평생교육사과목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 o g



학사관련규정

학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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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건학이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

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

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

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

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
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

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

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제 2 장 편  제

제4조(대학 및 학부)

  ① 본교에는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

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

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영상미디어대학, 예

술대학, 약학대학, 불교문화대학, 인문과학대

학, 과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 사회대학, 

경영․관광대학, 사범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을 둔다.(2006.12.18. 

2007.7.4. 2008.9.1. 2010.10.25개정)

  ② 각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2006.12.18.

신설, 2009.12.2 개정)

  ③ 각 대학 및 학부에 설치한 학과(전공)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2006.6.1, 

2006.12.18. 2007.7.4. 2007.12.11. 2008.9.1. 

2009.12.2. 2010.10.25 개정)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

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전공)를 둘 수 있다. 계약학과(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조(대학원)

  ①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인 영상대학

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

학원인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정보

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찰사법대학원, 불교문

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산업경영대학

원을 둔다.(2006.6.1. 2006.12.18. 2007.7.4. 

2008.11.14. 2009.1.15. 2010.10.25 개정)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

과정을 두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

며,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

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편성과 입학정

원은 별표 2와 같다.(2006.6.1. 2006.10.9. 

2006.12.18. 2007.12.11. 2008.5.23. 2008.9.1. 

2008.11.14. 2009.1.15. 2009.4.15. 2009.12.2 

학칙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699

2010.2.2. 2010.5.20 2010.10.25 개정)

  ③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

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학․연․산, 학․
연, 또는 학․산간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
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

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전

공)를 둘 수 있다. 계약학과(전공)에 관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2010.10.25 신설)

제5조1(교양교육원) 본교의 교양교육원에 관한 사

항은 따로 정한다.(2010.10.25.신설)

제6조(부속교육기관) 본교의 부속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7조(사무조직) 본교의 사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8조(특별기구) 본교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9조(부속기관) 본교의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10조(연구기관) 본교의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11조(의료원) 본교에 의료원을 두고, 이에 관한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

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별표 5>와 같이 학교기업을 설치

하고, 이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8.11.14. 신설)

제13조(교직원) 

  ① 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조교를 두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원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

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외래강

사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원은 대학(원), 학부(전공), 학과 또는 교양

교육원, 부속교육기관, 연구기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7.7.4. 2010.10.25. 

개정)

  ④ 본교의 각 대학원, 대학, 부속교육기관, 사무조

직,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에는 각각 대학원장, 

학장,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년

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매주 9시

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 담당 등의 개인 

사정이나 학과 형편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사 일반

제15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

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5월 8일)

    3.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

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

을 과할 수 있다.

제18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한의예과, 의예과는 2년(4학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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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4

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한

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 6개월

    3. 석․박사통합과정 : 1년

제19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원칙으

로 하되, 한의예과, 의예과는 3년(6학기), 한의

학과, 의학과는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 등 총장이 인정하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의

학과, 의학과는 2배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0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시기는 매 학기 초 3주 이내로 

한다. 

제21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본교의 전임교원은 본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입학

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에는 휴직하여

야 한다.

  ⑤ 2002학년도이후 교육대학원에 신･증설된 전

공에는 현직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

(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의 경우는 현직교직원

이 아닌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⑥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국

내 산업체나 연구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지원시 본교

와 학･연･산협동과정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장

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정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비재직자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

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금(입

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24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 또는 인정된 자라도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않았거나 입

학전형자료에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의 취득은 무효로 한다.

제25조(정원외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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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원외 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26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

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정원외로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제3학년

에 편입할 수 있다.(2009.12.2 신설)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학사 편입학할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

다.(2006.12.18.개정)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

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

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

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

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⑥ 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06.12.18.신설)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

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

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⑦ 특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학･군 교류협정에 

의한 국방대학교 수료자 포함)

  ⑧ 타 대학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⑨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

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단,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

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2010.2.2 개정)

  ③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

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신설)

  ④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⑤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

는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⑥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등 록

제28조(등록)

  ①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

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②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조기졸업자를 제외

하고는 학사과정은 8학기, 일반･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 등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을 수료한 자는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

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하고,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

으며,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2010.10.25 개정)

제29조(등록금) 

  ①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공

시한다. 

  ②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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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감면한다.

  ③ 학사과정 학생은 학칙 제18조 제1항에 의한 수

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은 수업시간단위로 등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2006.12.18.개정)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④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18조 제2항에 의

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

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⑤ 대학원과정 학생의 연구등록금은 학생 소속계열 

등록금의 15% 해당액으로 한다. (2010.10.25.

신설)

제30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

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

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금액 전액을 반

환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되고, 그 사유발생일이 학기개시일 이전일 경

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 학기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

업료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

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2007.12.11. 개정)

제 6 장 교과와 이수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

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표는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

장이 정한다.

제3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전공)별 이수기준 등 교

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

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

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과

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개설되

지 않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인증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2007.12.11. 신설)

    1. 학과(부)에서는 일반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

내외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하여 인증을 받는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총

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다.

    3. 인증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

칙 및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⑥ 교수와 학생이 함께 관심분야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공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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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위하여 ‘개방형강좌’를 운영 할 수 

있다.(2007.12.11. 신설) 

제3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는 그 학기

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부여기준)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

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이상

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내에서 이수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21학점 이내,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상

인 대학은 24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등의 경우에는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

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3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일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최대 9학점까지 이

수할 수 있다.(2006.12.18.개정)

  ② 전문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계절

수업 등으로 학기당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2006.12.18. 2007.12.11. 

2008.5.23. 개정)

    1. 영상대학원 : 최대 15학점

    2. 경영전문대학원 : 최대 13학점

  ③ 특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

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④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타 대학 등과의 교류) 국내･외 다른 대학(원)

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교과

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

정 등과 같이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

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②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시험과 성적

제40조(시험) 

  ① 시험은 학기당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및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

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이 따로 정한 과목은 소정의 시험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41조(성적)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

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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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A
+

A° B
+

B° C
+

C° D
+

D° F P,W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① 학사과정에서는 “D°”등급이상과 “P”를, 대학원

과정에서는 “C°”등급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

로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

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

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

소한다.

  ③ F학점은 과락으로 평점에는 가산하나, 수료학

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 8 장 전공결정, 전과,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제43조(전공결정) 대학,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

공은 1학년 2학기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개정)

제44조(전과) 학사과정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

과(전공)로 옮기는 것은 전입받는 학과(전공) 입학

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 <삭제>)한

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7.12.11. 2010.2.2. 개정) 

제45조(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① 학사과정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서 제

공하는 전공이외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과(전공)에서 제

공하는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2.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

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

  ②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

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7.12.11. 개정)

제46조(부전공) 학사과정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

쳐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

학점(교직부전공은 30학점)이상 취득한 경우 부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제47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회에 학사과정은 2학기, 대학원과정은 

1학기, 통산하여 학사과정인 경우 6학기(의학

과 및 한의학과는 8학기)를, 일반대학원 석, 박

사과정은 3학기, 영상대학원 석･박사과정과 

경영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

학기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2009.4.15. 2009.12.2 개정)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제적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제3호를 적용

하지 않으며, 제5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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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6.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27조 제2항에 의해 재

입학한 후 다시 성적경고를 받은 자

  8.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

  9. 한의학과,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서 재학 중 유급을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2010.10 .25. 신설)

제 10 장 졸업과 학위수여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학년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과 같으며, 전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

해서는 이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과정

을 모두 마치고, 총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사범대학 신입생부터 총 

평점평균이 2.31 이상이어야 한다.(2009.4.15. 

2009.12.2. 2010.5.20. 개정)

대학 및 학부(과) 졸업학점
학년별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1 2 3 4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120 30 60 90 120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정보산
업대학, 사범대학, 영상미디어학부, 예술대학, 불교문화대학, 인문과학대학, 과
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 사회대학, 경영･관광대학, 사범교육대학

130 33 65 98 130

간호학과 140 35 70 105 140

한의학과, 의학과 
(한의예과, 의예과)

160
40
(40)

80
(80)

120 160

  ② 제1항의 수료 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총장이 별도로 정한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특정 외국어에 관한 소정의 시험 및 강의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6.12.18.개정)

    2.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

종합시험을 포함한다)에 통과하여야 한다.

  ③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직과정 및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

도 해당 과정의 이수를 마치기 위하여 졸업연

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

다.(2009.4.15. 신설 2010.10.25 개정)

  ④ 경주캠퍼스의 경우, 졸업 예정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2조(대학원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

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

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

업을 위해서는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② 전문대학원의 수료와 졸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5.23. 개정)

    1. 영상대학원 :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30학점 이상(영화영상학과는 36

학점 이상 다만, 영화이론전공 및 영화학전

공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박사과정은 36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

서는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경영전문대학원 :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

로서 전문석사과정은 45학점이상을 취득하

여야 한다.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대학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

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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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학위의 종류) 본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학사과정은 별표 3, 대학원과정

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학원 협동과정 이수자

는 이수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6.6.1. 2006.10.9. 2006.12.18. 

2007.12.11. 2008.5.23. 2008.9.1. 2008.11.14. 

2009.4.15. 2009.12.2. 2010.2.2. 2010.5.20. 

2010.10.25. 개정)

  ② 전문대학원에 개설한 학술학위 석･박사과정의 

학사운영은 일반대학원에 준한다.(2006.12.18.

신설)

제54조(학위의 수여) 학위는 매년 봄(2월) 또는 가을

(8월)에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개정)

제55조(명예박사학위) 학술 발전과 인류문화 향상

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등에 대한 학위수여) 시간

제등록학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수강생이 학

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본교에

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에 달한 경우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7조(공동･복수학위수여)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복

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

은 따로 정한다.

5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

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

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 징계

제59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

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학생의 본분

을 다하여야 하며, 이 학칙과 따로 정하는 규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

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급여절차와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6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

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

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학생회) 

  ① 학생은 학생자치역량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

성을 위해 학생회 등의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64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생지도) 학생 및 학생자치단체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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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공개강좌와 특수학생 등

제66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

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

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68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

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연구생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소정

의 심사와 시험을 실시하며, 입학 후 소정의 

청강료를 부과한다.

  ③ 연구생은 해당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업에 출석

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

에게는 그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연구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위원회

제69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교무위원회(이 조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은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4. 교수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5.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 조에서 이

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회의를 구성하는 위

원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은 당연직 위

원장이 된다.(2007.12.11. 2010.10.25. 개정)

  ③ <2007.12.11.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2006. 

12.18.개정)

    1. 대학원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및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에서 관

장한다.

  ⑥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각 대학원장

으로 한다.(2006.12.18.개정)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4 장 교수회

제71조(구성) 본교에 전체 교수회와 각 대학별 대

학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구

성한다.

제72조(소집과 개회)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되며,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제73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수업과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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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

    7.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4조(특별위원회) 필요한 경우, 전체교수회 및 대

학교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장 보  칙

제75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

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원회 심의

를 거친 후 총장이 개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칙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6조(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

한다.

부  칙(2006. 2.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중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 및 졸

업) 제1항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평점평균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졸업학점

이 130학점으로 감소된 학과의 기존 재적생은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졸업학점을 130학점

으로 적용한다. 

  ②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학생

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6. 1. 2010. 10.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

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복

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에 전공선택한 

자로서 2010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

는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

다. 다만, 2007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

차적으로 각각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원)

명칭과 학과(전공)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

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정･복지대학 법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6. 10. 9.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 2.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폐지에 따라 기존 재

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

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영

대학원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하되, 필

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일반대학원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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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

과정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재적

생은 2007학년도에 한하여 경영전문대학원

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으로 정한다. 

  ② 학칙 개정(2006.6.1)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산업대학원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

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산업대학원 기존 재적생은 2006년 6월 1일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인쇄화상전공 재적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언론정보산업대학원 인쇄출판학과 인쇄화

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인쇄화상전공 이외 전공 재적생은 본교 타 

특수대학원의 유사학과(전공)으로 소속 변

경할 수 있다.

  ③ 제54조(학위의 수여), 제70조(대학원위원회)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7. 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언론정보대학원은 2007

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2. 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6조(학위수

여)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

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대학) <별표1>과 제56조(학위수여)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문과대학 ①철학과, ②윤리문화학과, ③독

어독문학과, ④영어영문학전공, ⑤영어통･
번역전공, 이과대학  ⑥생명과학과, 사회과

학대학 ⑦광고홍보학과, 경영대학 ⑧국제통

상학전공, 생명자원과학대학 ⑨식물생명공

학과, ⑩산림자원학과, ⑪식품공학과, ⑫식

품자원경제학과, 공과대학 ⑬전자공학과, 

⑭생명･화학공학과, 정보산업대학 ⑮정보

통신공학과, ⑯컴퓨터공학과, ⑰산업시스템

공학과, 영상미디어학부 ⑱영화영상전공, 

⑲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⑳공연예술학

부에 입학 또는 전공 선택한 자로서 2011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 학

과(전공) 명칭을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8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각각 문과대학 ①철학전공, ②윤리문화학전

공, ③독어문화학전공, ④영어문학전공, ⑤
영어･통번역학전공, 생명과학대학 ⑥생명

과학전공, 영상미디어대학 ⑦광고홍보학과, 

사회과학대학 ⑧국제통상학전공, 생명과학

대학 ⑨식물생명공학전공, ⑩환경생태공학

전공, ⑪식품공학전공, ⑫식품산업시스템전

공, 공과대학 ⑬전자공학전공, ⑭화공생물

공학과, ⑮정보통신공학전공, ⑯컴퓨터공학

전공, ⑰산업시스템공학과, 영상미디어대학 

⑱영화영상학과, ⑲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⑳연극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

표4>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

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단과대학･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소속

변경, 단과대학 신설, 야간강좌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가. 기존 나노생명과학부 및 이공계열 재적

생은 입학당시 모집단위내에서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학과 및 2006학년도 법정계열

(법학과 제외) 신입생부터 사회대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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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생으로 본다. 

       다. 나노소재화학전공, 안전환경시스템공

학전공, 신환경에너지공학전공, 정보

통신공학과, 국제관계학전공, 전자상

거래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나노소재화

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에너지･
환경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정

보통신공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보

경영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라. 기존 야간강좌 학부 복학생이 전공을 선

택할 경우, 해당학년의 편제에 따라 주

간의 동일 학부 및 전공 재적생으로 본

다. 다만, 학생이 야간강좌에 재적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3. 사회과학대학원 법학과 폐지에 따라 기존 재

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

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53조의 <별표4>에서 행정대학원의 세부전

공 학위명칭 변경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2. 28.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36조 제2항 1호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52조의 1호 영화영상학과의 수료학점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한다.

  ③ 북한학전공의 학위명칭(북한학학사, 북한학석

사, 북한학박사), 협동과정<석사과정>인 정보

나노기술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인 국어교

육학과와 역사교육학과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기획과정의 명칭 및 학위는 2008년 9월

에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 문화학과정과 문화공학과정은 2007년 3월

부터 신설한 것으로 본다.

  ⑤ 식물생명공학전공(이학사), 환경생태공학전공

(이학사), 의생명공학전공(공학사)의 개정 학

위명칭은 2008학년  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8. 9.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제2항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

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바이오학부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8. 11. 14.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 1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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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 4. 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사회과학대학원 경

영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

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2009학

년도 3월1일부터 신설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 변경된 사회과학

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

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9. 12. 0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및 제53조(학위

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 및 <별표3>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

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

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

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

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

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규정개정

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9학

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47조(휴학)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2. 2.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

(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

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

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0. 10.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등록), 제29조(등록금)의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1학기 등록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51조 제4항은 2010년 가을(8월) 졸업 예정자

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 별표4에서 정한 무역학과 박사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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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2010년 

8월 졸업생까지는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다.

  ⑤ 제5조 별표2 및 제53조 별표4 개정 규정 중 

경영전문대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0년 8

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⑥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

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

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다

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가. 미술학부에는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를 

두며, 기존 미술학부 및 미술학과 재적생

은 세부 실기전공에 따라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컴퓨터공학부 학부명칭은 2011학년도 신

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컴퓨터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컴퓨터멀티미디어

학부 재적생 소속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

한다.

      다.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재적생은 원자력

및에너지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라. 철학･논술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세

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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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11학년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불교
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75

(복수전공)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75

(복수전공)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인도철학전공       

 선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75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인도철학전공

 선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75

계 75 계 75 계 75 계 75

문과
대학

국어국문학과 30 국어국문학과 30 국어국문학과 30 국어국문학과 30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32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36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독어문화학전공

54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독어문화학전공

60

사학과 30 사학과 30 사학과 30 사학과 30

계 248 계 252 계 270 계 276

이과
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33

23

36

40

40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36

26

40

40

40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36

30

40

40

40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40

35

40

40

40

계 172 계 182 계 186 계 195

법과
대학

법학과 130 법학과 130 법학과 130 법학과 130

계 130 계 130 계 130 계 130

사회
과학
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8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100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100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100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155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155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155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155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76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80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85

경찰행정학과 70 경찰행정학과 70
경찰행정학과 70 경찰행정학과 60

식품산업관리학과 26 식품산업관리학과 26

계 422       계 427       계 405       계 400

경영
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275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275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275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275

계 275 계 275 계 275 계 275

바이오
시스템
대학*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환경생태공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100
생

명

과

학

대

학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환경생태공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89

식품과학부
 식품산업시스템전공

 식품공학전공

80

식품과학부
 식품산업시스템전공

 식품공학전공

80

계 176 계 176 계 180 계 169

<별표 1> 학사과정 학과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714

대학

2011학년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공과
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178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179

IT학부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290

IT학부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2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8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80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70

55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70

55

전기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64

60

70

50

전기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공학과

75

60

70

55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산업시스템공학과 80 산업시스템공학과 80 산업시스템공학과 80 산업시스템공학과 80

계 677 계 678 계 674 계 675

사범
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7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7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7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70

계 250 계 250 계 250 계 250

영상
미디어
대학

영화영상학과 40 영화영상학과 40 영화영상학과 40 영화영상학과 40

멀티미디어공학과 40 멀티미디어공학과 40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40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40

광고홍보학과 50 광고홍보학과 50 광고홍보학과 50 광고홍보학과 50

계 130 계 130 계 130 계 130

예술
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문예창작학과 30 문예창작학과 30 문예창작학과 30 문예창작학과 30

계 140 계 140 계 140 계 140

약학
대학
*

약학과 20

계 20

서울
캠퍼스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 *단과대학은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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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11학년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불교
문화
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불교아동학과
한국음악과

60

 
30
30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불교아동학과
한국음악과

60

 
30
30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불교아동학과
한국음악과

60

 
30
30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불교아동학과
한국음악과

60

 
30
40

계 120 계 120 계 120 계 130

인문
과학
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155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철학･논술전공

175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철학･논술전공

175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철학･논술전공

175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55
40
45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55
40
50

외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145

외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145

미술학부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

70 미술학과 70 미술학과 70 미술학과 70

사회체육학과 50 사회체육학과 50 사회체육학과 50 사회체육학과 50

계 410 계 440 계 440 계 440

과학
기술
대학

바이오학부 85 바이오학부 85 바이오학부 85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의생명학전공

85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100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95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95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95

정보통신공학부 60 정보통신공학부 60 정보통신공학부 60 정보통신공학부 60

컴퓨터공학부 90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90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100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10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계 380 계 380 계 390 계 390

에너지･
환경대
학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80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80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80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80

계 80 계 80 계 80 계 80

사회
대학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90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90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90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90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계 150 계 150 계 150 계 150

 경영･
관광
대학

경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280

경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280

경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280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30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30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30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30

경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280

계 410 계 410 계 410 계 410

사범
교육
대학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가정교육과 40 가정교육과 40 가정교육과 40 가정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계 110 계 110 계 110 계 110

자유
전공
학부

84 59 49 39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72＜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80＞ 한의예과
한의학과

72＜80＞
계

72＜72＞ 계
72＜72＞ 계

72＜80＞ 계
72＜80＞

의과
대학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19＜19＞
70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19＜19＞
70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19＜19＞
70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19＜49＞
70

계
89＜19＞ 계

89＜19＞ 계
89＜19＞ 계

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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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11학년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경주
캠퍼스

합계
1,910
<91>

합계
1,910
<91>

합계
1,910
<99>

합계
1,910
<129>

※ (  )는 야간강좌를 의미함.

<별표 2> 대학원별 학과편성과 입학정원 현황

◇ 일반대학원

- 서울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

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29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미술사
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북한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
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454

자연과학계 
(11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학교육학
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약학과

공학계 
(12개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
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정보･나노공학과

예체능계 
(3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협동
과정
(4)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인문 비교불교학 불교대학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
과, 미술사학과, 영화영상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멀티미디어학과

공학
신재생에너

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공학 멀티미디어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연극학과, 영화영상학과

자연
과학

한의생명과
학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의학과, 바이오학부

석사 계 5계열 57학과, 4학과간협동과정 454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29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미술사
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북한학과, 
경제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학과, 광고
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297

자연과학계 
(11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학교육학
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약학과

공학계 
(12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
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정보･나노공학과

예체능계 
(3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협동
과정
(1)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공학
신재생에너

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박사 계 5계열 57학과, 1학과간협동과정 297

서울
캠퍼스
총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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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
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11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
과, 행정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75

자연과학계 (7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가정학과, 간호학과

공학계 (4학과) 전자계산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에너지･환경학과

예체능계 (1학과) 미술학과

협동과
정
(2)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사회 테크노경영 경영관광대학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사회 국제비즈니스 경영관광대학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석사계 4계열 23 학과, 2 협동과정 75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8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
과

25

자연과학계 (4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가정학과

공학계 (3학과) 전자계산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협동과
정
(2)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사회 테크노경영 경영관광대학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사회 국제비즈니스 경영관광대학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박사계 3계열 15학과, 2 협동과정 25

경주캠퍼
스총계

100

◇ 전문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

정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92
영화영상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 촬영, 편집, 프로덕
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전공, 영화이론전공

멀티미디어학과 영상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게임제작전공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공연제작전공

박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28영화영상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 촬영, 편집, 프로덕
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전공, 영화이론전공

멀티미디어학과 영상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게임제작전공

계 120

경영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General MBA

130
(90)

CO-MBA

Entrepreneurship MBA

국제재무분석사 MBA

Pharm-MBA

계 130(90)

※ (  )는 야간･주말과정을 의미함

- 경주캠퍼스 

구분 과정
입학

정원

의학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의무석사과정 30

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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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

정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66

차문화컨텐츠학과 다도･제다전공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생사의례학과 생사의례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96
안보･북한학과

외교국방전공, 국방획득전공, 군사전략전공, 안보정책전공, 북한체제전
공, 통일정책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230
교과교육학과

철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종교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
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가정교육전
공, 생물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언론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버전스전공

40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120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한국음악전공, 문화재전공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조형예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국제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 사이버포렌식, 홈네트워크보안(계약전공)
70

영어･통번역학과 통역, 번역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법학과 미국법무전공,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30

경찰사법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범죄학 및 범죄심리전공, 국가정보학 및 산업보안전공, 교
정학 및 보호관찰전공

30

계 682

- 경주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

정원

불교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50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전공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불교아동학과 불교아동학전공

사회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45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전공

산업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20

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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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사과정 학위명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불교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문학사

문학사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독어문화학전공
사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경찰행정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정치학사
행정학사
북한학사

경제학사
국제통상학사

문학사
정치학사
경찰학사
경제학사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공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체육학사 

영상미디어대학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광고홍보학과

문학사
공학사
광고홍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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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문예창작학과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불교아동학과

한국음악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음악학사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미술학과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

사회체육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체육학사

과학기술대학

바이오학부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조경학과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농학사

에지지･환경대학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공학사

사회대학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사

정치학사

문학사

경영･관광대학

경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경제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사

가정학사

이학사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한의학사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의학사

간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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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계전공 수여학위

서울캠퍼스

전산영어학 문학사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학사

디자인공학 공학사

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 커뮤니케이션학사

문화기획과정 문화기획학사

문화학과정 문화학사

문화공학과정 문화공학사

소비자학 소비자학사

공통사회

공통과학

경주캠퍼스
e-비지니스 경영학사

정보처리 공학사

<별표 4> 대학원과정 학위명

◇ 일반대학원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인도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윤리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석사 국어교육학박사

역사교육학과 역사교육학석사 역사교육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석사 경찰학박사

 범죄학석사  범죄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북한학과 북한학석사 북한학박사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석사 언론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무역학과 무역학석사 무역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지리학과 지리학석사
지리학박사
지리교육학박사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석사 광고홍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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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자연과학계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반도체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수학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바이오환경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이학박사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공학계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설환경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건축석사

공학박사

멀티미디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식품생명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석사 의생명공학박사

정보･나노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예체능계

연극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이학박사

의학계
한의학과 한의학석사 한의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박사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한문학과 문학석사 -

사학과 문학석사 -

고고미술사학과 문학석사 -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석사 호텔관광경영학박사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자연과학계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이학석사 -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조경학과 조경학석사 조경학박사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공학계

전자계산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에너지･환경학과 공학석사 -

예체능계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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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원

과 정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영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학예술학석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석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촬영,편집,프로덕션
디자인,시각특수효과,사운드디자인)
영화학전공
영화이론전공

영화영상제작석사(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연
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석사(영화학)
문학석사

멀티미디어학과

영상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게임제작전공

공학석사(영상공학)
디자인학석사(콘텐츠디자인)
음악석사(컴퓨터음악)
공학석사(게임제작)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공연예술실기석사
공연제작전공

영상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학예술학박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박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촬영,편집,프로덕션
디자인,시각특수효과,사운드디자인)
영화학전공
영화이론전공

영화영상제작박사(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연
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박사(영화학)
문학박사

멀티미디어학과

영상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게임제작전공

공학박사(영상공학)
디자인학박사(콘텐츠디자인)
음악박사(컴퓨터음악 및 작곡)
공학박사(게임제작)

과 정 학위명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General MBA 경영학석사(General MBA)

CO-MBA 경영학석사(Culture-Oriented MBA)

Entrepreneurship MBA 경영학석사(Entrepreneurship MBA)

국제재무분석사 MBA 경영학석사(국제재무분석사 MBA)

Pharm-MBA 경영학석사(Pharm-MBA)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의무석사과정 의무석사

￭ 특수대학원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문학석사(불교)

차문화컨텐츠학과 다도･제다전공 다도학석사(다도·제다)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생사의례학과 생사의례전공 문학석사(생사의례)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문학석사(명상심리상담)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행정학석사(행정)

안보･북한학과
외교국방전공, 국방획득전공, 군사전략전공, 
안보정책전공, 북한체제전공, 통일정책전공

행정학석사(안보･북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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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유
아교육전공)

교과교육학과

철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종교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
육전공, 일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수학교
육전공, 물리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
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
교육전공

교육학석사(철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종
교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
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
공, 중국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한문교육
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가정교육
전공, 생물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미술교
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버전스전공

언론학석사(신문방송)
언론학석사(디지털컨버전스)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광고홍보학석사(광고홍보)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학석사(출판잡지)
공학석사(인쇄화상)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문학석사(시전공)
문학석사(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예술학석사(연극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한국음악전공
문화재전공

미술학석사(불교미술)
음악학석사(한국음악)
문학석사(문화재)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조형예술경영전공

예술경영학석사(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예술치료학석사(미술치료)

국제정보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
사이버포렌식
홈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석사
정보보호석사
정보보호석사

영어･통번역학과
통역
번역

통역학석사
번역학석사

법무대학원 법학과

미국법무전공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경찰사법대학원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범죄학 및 범죄심리전공
국가정보학 및 산업보안전공
교정학 및 보호관찰전공

경찰학석사
범죄학석사
보안행정학석사
범죄학석사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문학석사(불교학)
문학석사(선학)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음악학석사(국악)
미술학석사(불교미술)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전공 문학석사(생사문화)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문학석사(불교상담)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다도학석사(다도학)

 불교아동학과 불교아동학전공 문학석사(불교아동학)

사회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행정학석사(정책개발, 지방자치)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정치학석사(국제관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전공 체육학석사(사회체육)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

<별표 5> 학교기업별 명칭, 관련 학과(전공), 사업종목, 소재지

명칭 관련학과(전공) 사업종목 소재지

동국아트컴퍼니 예술대학 연극학과 90191 공연기획업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푸른곰팡이

영상미디어대학 
영화영상학과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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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입학)

  ① 본교에 입학(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제1호와 제2호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나 기타 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

    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입학의 지원은 보증인 연서로 하여야 한다. 보

증인은 학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나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

한다.

  ② 편입학은 편입학시험을 거쳐 허가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과 학부를 포

함한다. 이하 학과(전공)으로 한다)의 필수과

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④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년의 직전학기 수료학점까지 인정한

다.(2006.12.18. 2008.11.14. 개정)

  ⑤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의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에 한하여 소

속학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 1학기 수

료학점 이내(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

학점이내, 130학점인 대학은 16학점이내, 140

학점인 대학은 17학점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공과대학에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

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 

인정은 따로 정한다.(2008.11.14. 2009.1.5, 

2009.4.15 개정)

제3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편입학은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 

해당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입

학정원 외로 3학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다만, 예체능계 지원자에게는 실기시험

을 부과한다.

  ③ 학사편입(위탁생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는 

재학기간 2년(4학기)동안에 편입학한 학과(전

공)의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

소 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

만, 한의학과 및 의학과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의한다.  

  ④ 본교를 졸업한 자가 학사편입 할 때에는 입학금

을 면제한다.

제4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직전학년도 또는 학기의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학칙시행세칙 (학사과정)

2 0 1 1 C o u r s e C a t a l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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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재입학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은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입학심

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④ 재입학심사위원회는 재입학대상자의 재학 중 

학년, 취득학점 및 성적, 품행 및 학칙준수여

부, 학업이수능력 및 열의 등을 종합 심사하며, 

심사평점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추천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전 교육)

  ①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제외)이 확정된 자는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학전 교육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다.

  ② 입학전 교육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교

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

정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6조(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제7조(교양과목) 각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과목과 이수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공과목)

  ① 전공과목은 1,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기초

교육과목과 3,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전

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된다.

  ② 필수과목은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전공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

설계전공을 포함한다)을 이수함에 있어 3, 4학

년의 전문교육과목에 개설된 과목을 전공최저

이수학점의 1/2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문성격이 비슷하여 관련학과(전공)로 지정

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학과(전공)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⑤ 학문성격이 유사하여 유사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개설학과(전공)가 다르더라도 상호 호

환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

목으로 지정된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

정한다. 

  ⑦ 서울캠퍼스의 동일 학부 내에서 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학

부내의 어느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나 인

정할 수 있다.

  ⑧ 경주캠퍼스의 동일 학부(계열) 내에서 기초공

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학부(계열)별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⑨ 각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과목과 이수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공학교육인증제)

    1. 학칙제32조5항에 의거 공과대학 및 정보산

업대학 소속 학과(부), 과학기술대학 컴퓨터·
멀티미디어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의 교육

과정은 일반과 정과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인

증제교육과정(이하 ｢심화과정｣으로 칭한다)

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2009.1.5. 개정)

    2.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 졸업

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이 졸업 및 성적증

명서에 표기한다. (2009.12.2 개정)

제9조(필수과목) 교양 및 전공과목 등에 필수로 지

정된 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

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다만, 승적증명서를 제출한 승려의 경우에

는 자아와 명상 1, 2에 대하여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 3 장 사회봉사 및 현장실습

제10조(사회봉사)

  ①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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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기당 이

수기준학점을 초과하여 2학점까지 학점을 인

정할 수 있다. (2010.9.8.개정)

  ② 학점은 33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성적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한다. (2010. 9.8.

개정)

  ③ 사회봉사의 과목명, 학기, 이수기준과 시간 인

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별 동

국참사람봉사단규정에 따로 정한다. 

(2010.9.8, 2010.10.05. 개정)

제11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 참여학기를 기준으로 모든 재학생은 

국내외 기업체･연구소･관공서 등에서 현장

실습(Internship)을 이수하여 재학 기간 중 최

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008.4.8. 

2010.9.8. 개정)

  ② 졸업예정자의 마지막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학

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0.9.8. 신설)

  ③ 신청서는 소정기간 내에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취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학 

중 교육기간은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2006.10.9. 2008.4.8.개정)

  ④ 현장실습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현장실습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을 초과할 수 없다.(2006.12.18.신설)

  ⑤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2006.12.18.신설)

  ⑥ 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과정은 교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외에 각종 취업관련 교육프로

그램을 포함하되, 취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인정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2008.11.14.

신설)

제12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

  ① 학점은 40시간 이상을 1학점의 기준으로 하되, 

연수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연수생이 제출한 

보고서, 평가표 등을 토대로 현장실습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 

  ② 현장실습학점은 전공과 자유선택학점으로 구

분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학과 교수회의

의 심의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전공

학점(기초 또는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복수전공자(연계전공은 제외)의 경

우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 중 최

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기초 또는 전문교

육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6.12.18. 

2007.12.11. 2008.4.8. 2008.11.14. 개정)

  ③ 방학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은 

1회 참여시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학 

중 참여 가능 회수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

다.(2008.4.8. 신설. 2010.10.25 개정)

  ④ 방학 중 현장실습과 계절학기 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경우, 두 과정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

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8.4.8. 

신설)

  ⑤ 과목명은 ○○현장실습(Internship)으로 표기

하며, 성적표시는 P 또는 F로 한다. (2006. 

12.18.개정)

  ⑥ 정규학기 이외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전공 또는 자유선택)까지 현장실습 학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2008.4.8. 2008.11.14. 

2010.10.25. 개정)

제13조(현장실습 운영위원회)

  ①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학생경력개발원장이 겸임하

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

촉한다.(2007.3.28 개정)

  ③ 위원회의 사무는 취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한

다.(2006.10.9.개정)

제 4 장 수강신청

제14조(신청시기)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다

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수강신청기간과 

방법은 학사지원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신청과 이수학점)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최소 12학점(4학년은 3학

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

은 최대 21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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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과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3호는 상호 중복인정

하지 않는다.

    1.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

점인 대학은 18학점 이상, 160학점인 대학은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

인 자는 3학점

    2.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3학점

    3. 교직복수전공을 이수중이거나 공학교육인증

학과를 포함하여 복수전공하는 자는 3학점

    4. 사회봉사활동에 의한 학점은 1학점

    5. 어학연수에 의한 학점은 3학점

    6. 계절학기 수업에 의한 학점은 6학점

    7.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은 6학점

  ③ 장학생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15학점 이상(7학기 이상인 자는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취득해야 한다.

제16조(폐강기준인원) 수강신청학생이 교양과목은 

19명 이하, 전공과목은 9명(입학정원이 30명이하

인 경우 5명)이하인 경우 폐강시킬 수 있다. 다만, 

필수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수강인원의 제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

며, 그 기준은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학사지원본부

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강신청의 변경) 수강신청 변경에 관한 세

부사항은 학사지원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006.12.18.개정)

  ② 2006.12.18 삭제

제19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 정해진 기

간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

목 취소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4

학년은 3학점) 이상이어야 한다.(2006.12.18. 

2010.9.8. 개정)

  ② 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취소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대상과목은 학사지원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 <2010.9.8 삭제>

  ④ 수강을 취소한 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한다.

제20조(재수강)

  ①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은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 다만,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재수강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

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에 따른 조치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

제21조(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①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

이며, 7학기 내에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

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이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3.5년, 석사과

정 1.5년으로 한다.

  ③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또는 

6학기 이수 중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학부

(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 과목은 매 학기 6학점, 총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⑤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7학기 내에 학사과정

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과정 과목의 총 평점평균은 3.5 이상이어

야 하고, 졸업논문은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하고, 조교임용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석사과정 과목 수강)

  ①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

인 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

정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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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강은 학사과정 재학 중 9학점까지 가능하다. 

다만,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

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2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소요학점으로 산정하고, 석사과정 진학시 

석사과정 학점으로도 산정한다. 다만, 석사과

정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최저학점 

초과분에 한한다.

  ④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소정

기간 내에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와 제22조에 의해 이수한 석사과정 과목

의 성적은 학사과정의 장학생 선발, 학기 및 

졸업우등생 선정, 졸업성적 환산 등 모든 평점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제23조(신청자격과 허가)

  ① 학생은 재학 중 2개 학기까지 국내외의 공인된 

4년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

학과의 공동･복수학위협정에 의한 교류는 4개 

학기까지 수학할 수 있다.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는 2학기이상 마친 자로서 

학기당 평균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

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계절학기를 이용한 단기간 국외유학자는 예외

를 인정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2학기 

이상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전공)별 

입학정원(또는 기준정원)의 10%이내에서 허가

한다.(2007.12.11. 개정) 

  ④ 교류인정대상은 본교 각 캠퍼스, 본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대

학의 교육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한다.

제24조(신청과 선발)

  ① 교류를 원하는 자는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국내교류), 또

는 국제화추진단(국외교류)에 제출하여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세부사

항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5조(이수)

  ① 학생은 교류기간 중 해당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고 교류대학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수

강신청은 생략한다.

  ②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졸업해당학기를 본교

에서 이수해야 한다.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①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

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

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

수학위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졸업학

점의 2분의 1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③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의 명칭과 학점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및 

동일계열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일 경우 전공학

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학부(과)장이 정한다.

  ④ 성적표기는 국내교류일 경우 원래 성적을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 적용하고, 국외교류일 경우

에는 P 또는 F로 표기하며, 성적기록표에「00

대학 이수」로 표기한다.

  ⑤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성적은 성적증빙자료가 

해당 대학에서 직접 본교 학사지원본부(국내교

류) 또는 국제화추진단(국외교류)으로 송부된 

것, 또는 밀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⑥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교류 제

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

일 전까지 학사지원본부에 접수된 경우에 한

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

영할 수 있다. (2006.12.18. 신설, 2009.1.5. 

2010.9.8. 개정)

제27조(어학연수)

  ① 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산 

3학점 이내에서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수기관, 연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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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연수기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

거 국제교육원에 신청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

우에 한해 인정한다.

  ③ 이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④ 학점은 연수기간 종료 후 또는 귀국 후 4주 이내

에 연수활동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어학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

여 부여한다.

제27조3(군 교육훈련)

  ①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

가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관에서 특기병 과

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

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학점은 휴학중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

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③ 학점은 군 복학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구비 후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신청하고 승인

을 받는다. [2010.10.25. 조 신설]

제27조의2(교내 집중영어연수)

  ① 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외국어교육센터 

집중영어연수를 이수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산 3학점 이내에서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집중영어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양식

에 의거 외국어교육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

는다. 

  ③ 이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전조 신설 2008.4.8)

제 7 장 계절학기

제28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각

각 개설할 수 있다.

  ② 수업기간은 5주 내외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

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수자격)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과 본교 학술교

류협정 체결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대학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30조(이수와 학점인정)

  ① 당해연도 제1학기, 제2학기, 계절학기 개설과

목 중에서 10명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한 과목

을 개설한다. 다만, 사이버강좌는 개설대상과

목에서 제외한다.

  ② 매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4

학점 과목에 한하여 재학생은 2과목(최대8학

점), 휴학생은 1과목(4학점))을 취득할 수 있

다.(2008.4.8.신설)

  ④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학

점으로 인정한다.(2006.12.18.개정)

  ⑤ 휴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개 학기 이상

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2006.12.18. 

2008.4.8.개정)

제31조(수업료)

  ①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은 시간단위로 책정하며, 필요한 경

우에는 소요경비를 수강생에게 부과할 수 있

다.

  ②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2되는 시점까지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접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2008.4.8. 

2009.11.6. 개정)

취소일시 환불내역

계절학기 개강 개시 전 전 액

수업개시일 ~ 수업1/4경과 전 환불(수강료의 5/6)

수업1/4 ~ 수업1/2경과 전 환불(수강료의 2/3)

수업1/2 ~ 종강 환불불가

제 8 장 시험

제32조(원칙)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실험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은 필답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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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시험) 시험은 교과목별로 학기 중 2회 이상

의 수시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성적은 종합성

적평가에 반영한다.

제34조(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험

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결시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1통씩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

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질병 : 진단서

    2. 3등친 이내의 존･비속의 상고 ： 친족증빙서

류(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 진단서

    3. 징병검사 등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행：각종 

법률이행명령통보서 사본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한 

경우 : 관련 증빙서류

  ② 추가시험의 최고성적은 B+로 한다.

  ③ 응시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시험에 응해야 한다.

제35조(개별시험)

  ①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증빙서류를 1통씩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

은 후 개별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추가시험 응시기한까지 회복될 수 없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 : 진단서 

    2. 학기말 종료 전에 입영 : 현역병 소집통지서 

사본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관련 증빙서류

  ② 개별시험의 최고성적은 B+로 한다.

제36조(특별시험)

  ① 학교가 정한 일부과목에 한해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따로 과하는 특별시험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에 합격된 과목의 성적은 A+, A°로 평

가하며, 통산하여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응시) 학생은 시험일정표에 따라 응시하여

야 하며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시험과 개별시험은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38조(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퇴실당하며 그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 9 장 성적

제39조(성적산출)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병사로 인한 휴학을 한 

자 중 학기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였으나 이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개별시험 또는 

출석시까지 부과된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평가

결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제40조(서울캠퍼스 성적평가) (2010.7.2. 개정)

  ①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기초교육과목의 성적

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

급(A+, A°)은 30%이내, A등급(A+, A°)과 B등

급(B+, B°)은 75% 이내로 한다. 단 교양(필수) 

영어 관련 교과목 등은 별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2008.8.1.개정)

  ③ 전공과목 중 전문교육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

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
은 40%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외

국어강의과목, 교직과목, 실험실습과목, 군사

학관련과목 등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학생(장애등급 1～4급)의 경우 상대평가

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08.4.8.신설, 

2009.1.5. 개정))

  ⑥ 제2항 및 제3항의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

급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08.8.1.

신설)

제40조의2(경주캠퍼스 성적평가) (2010.7.2. 신설)

  ①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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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양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30%이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0% 이내로 한다. 단 교양(필수) 영어 관련 교

과목 등은 별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교직과목 및 의학계열 본과 전공교과목의 성적

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

급(A+, A°)은 30% 이내로 하며, B등급 이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외

국어강의과목, 실험실습과목(의학계열 포함), 

군사학관련과목 등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⑤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학생(장애등급 1～4급)의 경우 상대평가

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

급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급락표시) 일부과목은 성적의 등급을 부여

하지 않고 급락만을 표시한다. 이때 급제는 P, 낙

제는 F로 표시한다.

제42조(학점인정)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D◦
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번 인

정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

여 그 취득이 인정되었을 경우나 재수강을 한 경우

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취소하며, 동일

과목의 이중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점평균)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과목학점 × 취득평점━━━━━━━━━━━━━━
수강신청학점수

  ② 백분율 환산법 및 백분율 환산범위는 따로 정한

다.(2006.12.18.신설)

제44조(성적공시)

  ① 성적은 최종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과목 담당

교수가 3일간 공시한다.

  ② 공시기간중 이의 있는 성적은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서 수정할 수 있다.

제45조(성적정정)

  ① 통지된 학기말 성적을 정정코자 하는 자는 성적

통지서에 정해진 정정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정정원(소정양식)

    2. 정정사유서(담당교수 또는 착오발생 책임자)

    3. 사유를 증빙하는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② 성적의 정정은 그 착오의 원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1. 교수의 평가와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2.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3. 컴퓨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4. 기타 착오의 책임이 학생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

제 10 장 지각 및 결석

제46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

일수의 5분의 1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목

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47조(지각환산)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

산한다.

제48조(유고결석) 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

은 유고결석으로 간주되어 사유발생전후 5일 이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업지도교수를 경유

하여 학사운영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결

석으로 처리한다.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한계

1. 3등친까지의 친족 사망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3. 징병검사

4.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

습 참가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6.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

에 준하는 경우

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

하는 경우 

5일

2주

소요되는 실제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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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우등, 성적경고 및 유급

제49조(우등)

  ①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

인 대학은 18학점, 140학점 이하인 대학의 

4학년은 12학점, 160학점인 대학은 20학점 

이상으로 한다)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

상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는 학기우등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 수

업연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산정

에 포함하지 않는다. (2006.12.18. 2010.9.8. 

개정)

  ② 재학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F등급인 

과목이 없으며, 전 학년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우등졸업생, 4.2이상인 자는 최우등졸업

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경고를 받은 자 및 

편입학한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2006. 

12.18.개정)

  ③ 학기우등생, 우등 및 최우등졸업생은 이를 학

적부에 기재한다.

제50조(성적경고)

  ① 학장은 매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0미만(경

주캠퍼스 1.5미만, 한의(예)학과, 의(예)학과

는 1.75미만으로 한다)인 자에게 성적경고 처

분을 한다.(2006.12.18.개정)

  ②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

은 자의 경우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성적경고

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매학기 말 성적

경고 처분을 한다.

  ③ 학장은 성적경고의 처분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고하고 총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적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학적부에 기록

한다.

 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2006.12.18.신설)

제51조(유급)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으로

서 학업성적이 매우 불량한 자는 해당학년에 

유급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전공결정, 전과

제52조(전공결정)

  ① 학부(계열)별로 입학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

속 학부(계열)의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

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2006.12.18. 2007.12.11. 개정)

  ③ 대학별 전공결정 방법, 기준, 일정 등은 해당 

대학 학부(과)장 회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하

며, 학장은 그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희망학생의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 학교가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자는 의학계열･사범계

열･예체능계열학과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

든 학과(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하고 총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전과)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5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신청기회는 

총 3회로 정하며,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 <삭

제>)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2006.12.18. 

2007.12.11. 2009.6.26. 2010.2.2. 개정)

  ② 캠퍼스 간 이동(전과)는 4학기 이수 중인 재학

생으로 직전학기까지의 누계평점평균이 3.5이

상인 자 중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동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2009.11.6.신설, 2010.10.05. 개정)

    1. 의학계열 학과(간호학과 포함), 사범계열 학

과로의 이동(2010.10.05. 신설)

    2.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

한 자의 이동(2010.10.05. 신설)

    3. 전과 이력이 있는 자의 이동(2010.10.05.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간호학과로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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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2009.6.26>

    3. <삭제 2007.12.11>

    4.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

한 자의 전과

  ④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전과원을 전입하고자 하

는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과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

험을 과할 수도 있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전

공)은 실기시험을, 사범계열 학과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⑥ 전입 받는 대학의 학장은 전과 대상자를 선발하

여 학사지원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학사

지원본부장은 총장의 최종승인을 얻어 확정 공

고한다.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⑦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

양 및 전공과목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 13 장 복수전공, 부전공

제54조(신청과 허가)

  ①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전공)이외의 전공(연계

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포함한다)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

예정자에 한해 가능하다.(2007.12.11. 신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에 신청서를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복수전공의 허가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의 수

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한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에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다.(2007.12.11. 개정)

  ⑥ 사범계열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는 비사범계 재

학생중 교직과정 이수자와 사범계열 학과에 재

학 중인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학점인정) 2개 이상의 전공이수로 전공 간 

중복되는 과목은 6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단, 부전공 제외) (2010.10.25. 개정)

제56조(이수포기)

  ①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포기원을 소

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

다.(2006.12.18.개정)

  ② 복수전공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복

수전공포기 신청이 없더라도 학장이 강제 취소

할 수 있다.(2006.12.18.신설)

제57조(학위인정)

  ①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학

점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복수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소속 전공의 졸

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

다.

  ② 복수전공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

더라도 복수전공의 이수를 마치기 위해 졸업연

기를 희망할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캠퍼스간 복수전공의 이수학기는 휴학기간을 포

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07.12.11. 

신설)

제58조(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나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고 졸업하는 경우 해당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14 장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제59조(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연계전공의 운영은 연계전공PD가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계전공PD는 연계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연계전공PD가 주

관하며, 학사지원본부장이 통할한다.

  ④ 연계전공의 개･폐설, 허가인원 및 허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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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생설계전공)

  ①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

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

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시 54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함께 소속대학 학

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사지원본부장

은 학생설계전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5 장 <장 삭제 2009.8.28>

제61조 ~ 제65조 < 삭제 2009.8.28>

제 16 장 휴학 및 복학

제66조(일반휴학)

  ①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보호자가 연

서한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소속대학 학사

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

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

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

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원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④ 제3항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2학기까

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1학년 1학기 중에는 2항의 경우에 한하여 휴학

할 수 있다.

  ⑥ 학기중간에 휴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 환불하지 아니하

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제67조(병사휴학)

  ①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

는 자는 입대 10일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영신

고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제적 처리되며 

일반휴학기간 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도 별도로 병사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병사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

간으로 한다.

  ④ 병사휴학한 자가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

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학사

운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기중간에 휴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 환불하지 아니하

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제68조(복학 시기와 절차)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전역 

예정자 포함)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복학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복무중인 자

는 전역예정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고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예정일까지 전

역하고,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1. 질병휴학자 : 건강진단서 1통

    2. 입영휴학자 : 

       가.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2통

       나. 주민등록초본 2통

  ② 병사휴학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

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복학 허가와 등록)

  ① 휴학기간 중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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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한의

학･의학계열은 제외한다.

  ② 학기 중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반휴

학한 자와 군입대로 인하여 병사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5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7 장 조기졸업

제7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기

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과(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제71조(신청과 허가)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초 또는 7학

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②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학생 및 편입학 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2008.8.1.개정)

제72조(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석
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

이상으로 한다.

제 18 장 졸업논문

제73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학과(전공)에 따라서 논문, 실험실

습보고서(조사보고서 포함), 실기작품발표, 졸

업종합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제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

공)는 학과(전공)교수회 심의 후 학장을 경유하

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 이

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과하는 학과(전공)

일지라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③ 논문이나 실험실습보고서 등의 주제는 소속 학

과(전공)의 전공(복수전공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74조(용어의 정의)

  ① ｢논문｣이라 함은 연구결과를 이론적으로 체계

화하여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실험실습보고서｣라 함은 실험실이나 실습장

에서의 연구결과 또는 사회조사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실기발표｣라 함은 실제적인 기능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졸업종합시험｣은 답안지를 통하여 실력을 시

험하는 것을 말하며 전 3개항의 방법을 택할 

수 없는 학과(전공)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지도교수)

  ① 학장은 매 학기초 학부(과)장의 제청을 받아 

소속 학과(전공)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

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

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76조(제출시기)

  ① 졸업논문은 6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7학

기말까지 지정된 양식 및 규격에 따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 후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7학기에 졸업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자는 졸업

예정 학기에 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제출방식)

  ①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정본외 부본 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

업논문은 개인연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실기작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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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기작품 발표는 7학기말까지 학부(과)장이 정

한 장소･일시･절차 등에 따라 공개발표로 시행

한다. 

  ② 실기작품 발표는 개별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

동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작품 발표가 

불가능한 자는 발표 3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실기발표연기신청서를 학부(과)장에

게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발표

일의 연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심사위원)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

사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과)장이 선정

하며, 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소속 학과(전공) 교원으로 함을 원칙으

로 하며, 소속 학과(전공) 교원이 아닌 위원은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80조(심사) 심사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2인일 경우는 전원일치)로 하며, 합격은 P

로, 불합격은 F로 표시한다.

제81조(기록과 보관) 합격된 졸업논문의 제목은 학

적부에 기재하며, 해당 학과에서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2006.12.18.개정)

제 19 장 외국어 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요건 (2006. 12. 18. 개정)

제82조(이수기준)

  ①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다음의 외국어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칙 제51조 

2항 1호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6.12.18. 2010.1.25. 개정)

  ② 경주캠퍼스 소속 학생은 외국어 졸업이수기준

을 충족하여야 학칙 제51조 2항 1호의 졸업요

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0.1.25. 개정)

    1. 외국어시험에서 아래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6.12.18. 2007.3.28. 2008.4.8. 

2008.10.13. 2009.1.5. 개정)

대학(학과,전공) 외국어시험 비고

불교대학(승려)

<택1>
토익 600점
토플(CBT) 177점
텝스 478점

불교대학
문과대학(영어·통번역학전공
제외)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체육교육과제외)
영상미디어대학

<택1>
토익 700점
토플 207점
텝스 600점

영어･통번역학전공

<택1>
토익 800점
PBT 568점
CBT 227점 
IBT 87점
텝스 728점

    2.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영어강의를 6과목

(2009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교양 및 전공과

목 각 4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이상 이수하

여야 한다. (2006.12.18.신설, 2009.1.5. 

2009.2.24 개정)

    3. 광고홍보학과 소속 학생은 11과목(광고홍보

학과 전공교육과정의 영어강의 7과목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9.2.24 개정)

    4. 2009학년도 이후 신입생 중 경영학전공 및 

경영정보학전공 이수자는 전공최저 이수학점

의 50%이상을 전공교육과정의 영어강의 교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2009.2.24 신설)

제83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

의 성적으로 하며, 본교 입학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

한다.(2006.12.18. 2007.3.28. 2008.4.8.개정)

    1. 외부 공인시험

       가. 토익(시사YBM 주관)

       나. 토플(한미교육위원단 주관)

       다. 텝스(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주관)

       라. IELTS(주한영국문화원 주관)

    2. 외국어교육센터

  ② 취득한 시험성적표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졸

업 해당학기 2개 학기 전까지 교양교육원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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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교 외국

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된 학생

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

다.(2006.12.18. 2007.3.28. 2008.4.8.개정)

  ③ <2009.2.24 삭제>

제84조(영어강의)

  ① 영어강의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으로 

교육과정표 또는 강의시간표에 “영어강의”라
고 명기된 과목을 말한다.(2006.12.18.신설)

  ②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일어일문학과･중어

중문학과 소속 학생은 해당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영어강의 이수기준을 충

족할 수 있다.(2006.12.18.신설)

제85조(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외국어졸업요건 적용대상

에서 제외한다.(2006.12.18. 2008.4.8.개정)

    1. 군위탁생,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 시

각･청각･언어 장애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입학생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연예술학부, 문예창작학과 소속 학생

  ②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범대학 전체학과 

소속 학생은 제82조 2호 영어강의 이수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2008.5.23. 신설)

제 20 장 학위수여

제86조(학위수여)

  ① 학칙과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

한 자에 대하여는 학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은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1>에 따라 졸업증

서(학위)를 수여한다.(2009.11.6 개정)

  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의 전공표기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우등 및 최우등졸업생의 경우 이 사실을 학위증

에 기재한다.

제87조(수료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학칙과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수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만을 인정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자

    2. 외국어 Pass제를 통과하지 못한 자

제88조(공학교육인증)

  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과(전공)에서 공학교육의 졸업요건을 충

족한 자는 공학교육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②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의 

명칭은 <별표1>, <별표2>와 같이 구분한다. 

(2006.12.18.신설, 2009.1.5. 2010.9.8. 개정)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1 장 명예졸업장

제89조(대상과 자격) 본교 재적자(在籍者)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

할 수 있다.

    1. 학교발전 또는 교위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2. 국위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3. 의사상자(義死傷者)

제90조(수여절차) 명예졸업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

성하여 대학장이 추천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증빙서류 첨부)

    3. 기타 추천에 필요한 자료

제91조(수여시기) 명예졸업장은 본교의 정규 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22 장 평생교육사 과정

제92조(이수신청서) 이수희망자는 소정기간에 이수

신청서를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이수학점) 이수희망자는 평생교육관련과목

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20학점(과목당 2학점 

인정기준)이상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실습을 필하

여야 한다.

제94조(실습)

  ① 실습은 5학기 째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3주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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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습 동의서는 이수 희망자가 해당기관에서 발

급 받아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한다.

  ③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가 부담한다.

제95조(자격증발급)

  ① 재학 중 소정의 평생교육사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게는 평

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

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졸업 해당학기에 사범

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장 시간제 등록학생

제96조(지원자격과 선발)

  ① 일반 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

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선발은 당해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시행한다.

  ③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

료와 함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으로 

한다.

제97조(등록과 선발취소)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

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②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형에 합격하였어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

나, 입학지원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

나, 전염병, 유전병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

을 주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8조(이수와 학점취득)

  ①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며, 매 

학기 9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학생에게 학생증 및 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학적을 관리한다.

  ③ 시간제 등록학생은 본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9조(편입학 허가) 편입학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

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0조(학점인정)

  ① 본교에서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수학하였던 자

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전 본교에서 취득

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및 등록에 관

한 사항은 학칙 등에서 정한 바대로 일반학생

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1조(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85학점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고, 각 학과(전

공)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2006.12.18.

개정)

    2. 제1호의 이수학점과 관계법령에 의거 인정받

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부  칙(2006. 1. 2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내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예)

과, 한의학(예)과 등과 같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15조(신청 및 이수학점)의 적용에 있어서 수

강신청 가능학점이 축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수

료학점 취득이 어려운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

아 3학점까지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② 제20조(재수강) 제1항은 2006학년도부터 이수

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82조(기준 점수)의 적용시 2001년부터 2005

년 신입생과 2003년부터 2005년 편입생은 종

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불교대학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 신입생과 2004년부터 

2005년 편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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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 10. 9.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편입학) 제4항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

교 취득 학점에 대한 인정은 2007학년도 편입

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성적경고) 제1항은 2006년 9월 1일부

터 적용한다. 

  ③ 제82조(이수기준) 편입생은 해당학년 신입생

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88조(공학교육인증) 제2항은 2007년 2월 졸

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03.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83조(외국어시험) 제2항 시험성적표 제출시

기는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직위명의 개정

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2. 1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3조(외국어시험) 제2항은 2009는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제84조(이수기준)와 제85조(적용예외)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

으로 적용한다.

부  칙(2008. 5. 23.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3.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1월 14일부

터 시행하되 제2조 제4항과 제5항은 2009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1조 제5항은 2008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

행하며, 제40조 제5항, 제82조, 제83조 3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개정시행

세칙의 ‘외국어시험’ 기준을 적용하며, 2008학년

도 이전 신입생은 개정전 규정의 외국어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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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다.

부  칙(2009. 2.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3조 3항의 개정에 따라 2008학

년도 이전에 입학한 졸업대상자로서 외국어시험 

성적요건을 충족치 못한 자를 위해 대체강좌(학생

이 희망할 경우 기초교양과정 영어프로그램 이수 

가능)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강좌를 이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4. 15.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6.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8. 2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6. 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9. 12. 0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시행세칙은 2010학

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01.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2조 2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

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0. 02. 02.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0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7월 2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의2 개정시행세칙은 2010

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9.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개정시

행세칙은 2010학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0. 5.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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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 10. 25.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7.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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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서울캠퍼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심화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1년 8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2년 2월 졸업이후 적용 2014년 2월 졸업이후 적용

공
과
대
학

전자
공학과

- 전자공학심화
- 공학사(전자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s Engineering

공
과
대
학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공학사(건축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공
과
대
학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공학사(건축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기
공학과

- 전기공학심화
- 공학사(전기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공학사(기계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공학사(기계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2013년 2월 졸업이후 적용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토목공학심화
- 공학사(토목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토목공학심화
- 공학사(토목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토목공학심화
- 공학사(토목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공학사(건축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산업
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공학사(산업시스템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산업
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공학사(산업시스템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생명화학
공학과

- 생명화학공학심화
- 공학사(생명화학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과

- 전기공학심화
- 공학사(전기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심화
- 공학사(화공생물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Biochem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공학사(기계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심화
- 공학사(화공생물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전
 자
 전
 기
 공
 학
 부

전자
전기
공학
전공

- 전자전기공학심화
- 공학사(전자전기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정
보
산
업
대
학

컴퓨터
공학과

- 컴퓨터공학심화
-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T
학
부

전자
공학
전공

- 전자공학심화
- 공학사(전자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s Engineering  컴
 퓨
 터
 정
 보
 통
 신
 공
 학
 부

정보
통신
공학
전공

- 정보통신공학심화
-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산업

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공학사(산업시스템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정보
통신
공학
전공

- 정보통신공학심화
-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컴퓨

터
공학
전공

- 컴퓨터공학심화
-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정보통신
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컴퓨
터
공학
전공

- 컴퓨터공학심화
-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별표1-1> 경주캠퍼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심화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과학
기술
대학

컴퓨터·
멀티미디어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심화
- 공학사(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Multimedia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부
- 정보통신공학심화
-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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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서울캠퍼스 공학교육 비인증프로그램(일반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1년 8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2년 2월 졸업이후 적용 2014년 2월 졸업이후 적용

공
과
대
학

전자공학과

- 전자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공
과
대
학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공
과
대
학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전기공학과

- 전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기계로봇에너지
공학과

- 기계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2013년 2월 졸업이후 적용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생명화학
공학과

- 생명화학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전기공학과

- 전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전자
전기
공학
부

전자
전기
공학
전공

- 전자전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정
보
산
업
대
학

컴퓨터
공학과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IT
학부

전자
공학
전공

- 전자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컴퓨
터
정보
통신
공학
부

정보
통신
공학
전공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정보
통신
공학
전공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전공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정보통신
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컴퓨
터
공학
전공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별표2-1> 경주캠퍼스 공학교육 비인증프로그램(일반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과학
기술
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부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745

<별지 서식1-1 국문학위기>

제       호

학    위    증

(최우등졸업)

         성   명   ○  ○  ○
         생년월일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학사)

        ○○○(○학사)

        ○○○(○학사)

부전공  ○○○

200  년   월     일

동국대학교  총장 (인)

학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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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2 영문학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