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연 혁



발행인 김희옥   발행처 동국대학교 학사지원본부 교무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필동 3가 26)

Tel.(02)2260-3034~6  발행일 2015. 1. 16  제작 보명씨앤아이 (02)2274-4545  편집진 학사지원본부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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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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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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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 지도자(Ethical Leader)

∙ 창조적 지식인(Creative Thinker)

∙ 진취적 도전자(Young Chall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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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5.  8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구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신교육을 위한 중앙교육기관으로

서 당시의 원흥사(구 창신국민학교 위치)에 전문학교정도의 明進學校를 설립 개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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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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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부를 설치하고 주･야간 전문부를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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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증설하다.

1949.  4. 정경학부에 법학과를 신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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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  9. 6･25사변 중 1･4후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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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 법정대학(법학과･정치학과･경제학과), 농림대

학(농학과･임학과), 대학원(석사학위과정 : 불교학과･영문학과･정치학과 개설)을 신

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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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9. 부산에서 서울 本校舍로 복교하여 10월 개강하다.

연  혁
Dongguk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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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2.  1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로 편제된 이학부를 신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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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거 당시 산화한 선배들을 추모하고, 제일 선두에서 의거를 이끌었던 것을 기

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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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생물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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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공학

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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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12. 31 승가학과(20), 전자계산학과(40), 가정교육과(30)를 신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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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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과(40), 국사학과(40), 국어국문학과(40), 영어영문학과(40), 일어일문

학과(40), 한의예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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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편하여 경주캠퍼스로 개칭하다. 경주캠퍼스에 전자계산학과(40), 법학과(야40)･경
영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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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하고, 환경조경학과(60)를 조경학과(60)로 변경하다.

1986. 12. 원흥1관 1,409평을 증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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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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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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편하다.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개편하고, 법과대학에 

법학과(80)를, 사회과학대학에 정치외교학과(40)･행정학과(40)･경찰행정학과(40)･사
회학과(40)를 편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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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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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림자원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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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하다. 농과대학을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개편하고, 농학과(30)를 식물자원학과

(30)로, 농업생물학과(30)를 응용생물학과(30)로, 농업경제학과(30)를 생명자원경제

학과(30)로 변경하다. 전산통계학과(야50)를 통계학과(야50)로 변경하다. 경주캠퍼

스에 음악계 국악과(50), 사회체육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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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5 Course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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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결

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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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연구센터로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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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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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정되고, 핵심분야에서 전자공학과, 화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연극

영화학과 사업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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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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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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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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프사이클 물류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이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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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질환 천연물 개발연구센터”가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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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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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극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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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

대학 전자공학과가 선정되다.

2006.  3.  1 학부 입학정원을 65명 감축하다.

모집단위를 변경하다. (경영대학 경영학부 광고홍보학전공 → 사회과학대학 광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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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모집단위내 전공을 통합하다. (경영정보학부 정보관리학전

공과 e-비지니스전공 →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

공과 정보시스템 전공 → 산업시스템공학과)

2006.  3. 15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의향서를 교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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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27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6.  4. 26 ‘동국의 건학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다. (동국대학

교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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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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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4 혜화문 주변 ‘걷고싶은 거리’를 준공하다.

2006.  6. 28 ‘경북 해양 신소재개발 역량강화 및 심층수 신산업 발굴사업’으로 2006년도 지역혁

신특성화사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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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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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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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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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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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부를 정치행정학부, 경제통상학부, 사회･언론정보학부로 재편, 사회과학대학 광고

홍보학과를 영상미디어대학으로 편제 이동,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통상학전공을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소속 전공으로 이동, 생명과학대학을 바이오학부와 식

품과학부로 재편하고 바이오학부 의생명공학전공을 신설, 공과대학과 정보산업대학

을 공과대학으로 통합하고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전공을 IT학부로 재

편, 영상미디어학부를 영상미디어대학으로 신설)

학과(전공)명칭을 변경하다. (생명자원과학대학→생명과학대학, 영어영문학전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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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학전공, 독어독문학과→독어문화학전공, 산림자원학과→환경생태공학전공, 식

품자원경제학과→식품산업시스템전공, 생명･화학공학과→화공생물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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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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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을 개원하다.

서울캠퍼스 학제를 개편하다.(명칭변경 : 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시스템대학, 기계

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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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다.

2009.  6.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 선도대학’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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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생태공학을 바이오환경과학과로 통합, 전자공학, 전기공학과를 전자전기공학부

로 통합)

모집단위를 변경하다. (바이오시스템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산업시스템전공 → 사회

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바이오학부 생명과학 → 생명과학과, 바이오학부 의생

명공학 → 의생명공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 식품생명공학과, IT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학과(전공)명칭을 변경하다.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 멀티

미디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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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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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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법대학원신설

2011.  3.  1 약학대학 약학과를 신설하다.

2011.  3.  1 제17대 총장 김희옥 취임 

2011.  3. 21 중기 발전계획 ‘RE_START Project’ 선포식

2011.  5. 12 3년 연속(2009-2011)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1.  6. 14 일산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개교식

2011.  6. University of Ottawa(캐나다),Arkansas State University(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미국), Harvard Medical School(미국)과 교류협정 체결

2011.  7.  1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선정

2011.  8. 30 국제 선센터 개원

2011.  9. University of Southampton(영국)과 교류협정 체결

2011.  9.  5 불교학술원 2011년 인문한국(HK)지원사업 선정

2011. 11.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미국)와 교류협정 체결

2012.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획득

2012.  2. 신공학관 및 남산학사 준공식

2012.  2. 사범대학, 교원양성기관 설치사업 선정 및 교육연수원 개원

2012.  3.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선정

2012.  4. 4년 연속(2009-2012)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2.  5. 야구부, 제5회 KBO 총재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우승(2연패)

2012.  7. 경영대학,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국제인증 획득

2012.  7. 바이오미디캠퍼스에 교과부 지정 과학영재교육원 신규설치대학 선정

2012. 12. 사범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현직 교원 연수기관 선정

2013.  3. 바이오메디켐퍼스에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과학영재교육원 개원

인제군에 만해마을캠퍼스교육원 개원

2013.  8. 5년 연속(2009-201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4.  3. 교양교육원 확대개편을 통한 ‘다르마칼리지’ 신설

2014.  3. 바이오메디캠퍼스(BMC) 기숙사 착공

2014.  5.  7 건학 108주년 기념행사

2014. 11. 바이오메디캠퍼스 ‘상영바이오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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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해설
구성

단과대학별 최저이수학점

교양과목

대학전공기초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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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

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양과목은 공통교양과목, 학

문기초과목, 일반교양과목으로, 전공과목은 기초교

육과목과 전문교육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이외에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목

을 자유선택과목이라 한다.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소속대학 및 학과별로 각각 지

정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요건을 충

분히 숙지한 후 이수가이드에 안내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과대학별 최저이수학점

1) 적용대상 : 2015학년도 입학생 및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

고 2015학년도에 1학년으로 복학·재

입학하는 학생

2)유의사항 : 전공과목의 경우, 3,4학년의 전문교

육과목을 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이수하여야 함(경영대학 제외)

구   분 불교
대학

문과
대학

이과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경영
대학

바이오
시스템
대학

공과
대학

컴퓨터
공학

멀티
미디어 
공학

사범
대학

예술
대학

약학
대학

교

양

공통교양 32 32 32 32 32 32 32 16 16 16 32 32 4

학문
기초

외국어 6 6 - 6 6 6 - - - -
6
(0)

- -

대학
(학과)

- - 12-18 - - - 6-20
36

(15~17)
37 24

0
(6~8)

- -

대학
전공

대학지정
-
(15)

- - - 9 - - - - - - - -

전

공

단일전공자
63
(57)

60 58 78 45 72 57
60
(74)

84 60 54 54 169

복수
전공
자

주전공 45 36 36 51 36 54 36
심화 60 심화 84

45 50 36 -
일반

36
(57)

일반 51

복수전공 45 36 36 51 36 54 36
36
(57)

51 45 50 36 -

졸업학점 130 130 130 130 120 130 130 130 140 130 130 130 171

※ 불교대학( )는 불교사회복지학과, 공과대학 ( )는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 )는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 체육교육과는 학문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약학대학은 기초교양 자아와명상(Ⅰ, Ⅱ), 불교와인간 반드시 이수.
※ 단과대학별 세부기준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가이드 참조

교육과정해설교육과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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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목

■ 교양교육의 목적

인류의 지적, 예술적 유산에 대한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이 속한 자연 및 문화의 

세계를 깨닫게 하고 아울러 학생 각자가 자신을 반성

하고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자유롭고 

관용적이며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적 

능력과 수행 기술 배양

2) 인간과 자연에 대한 특정 전공의 범위를 넘어선 

풍부한 지식 함양

3) 21세기 세계시민적 덕성 체득에 유용한 어학적, 

문화적 소양 육성

4)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주적인 학습 

습관 배양

5) 본 대학의 특성을 살린 지도자적 자질과 자기규율 

능력 개발 

■ 교양교육의 영역별 목표

1) 공통교양

본교 교양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영역으로 자

유, 관용, 창의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학습과 훈련에 

역점을 둔다. 

가. 본 대학 교육의 정신적 기초인 불교의 개요와 21

세기 세계시민의 덕성을 기른다. 

나. 말과 글을 통한 학생의 자기표현 능력에 중점을 

두어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다. 학문과 예술의 명작을 친근하게 느끼고 주의 깊게 

읽는 습관을 기른다. 

라. 글의 목적에 따라 분화된 글쓰기 훈련을 통해 의

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마. 학생들이 지도자적, 개척자적 심성을 가지도록 

학교 및 사회에서 훈련한다.

바.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켜 전지구적 상황

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제고한다. 

2) 학문기초

전공 학문의 본격적 탐구에 앞서 그 기초지식을 함양

한다.

가. 전공 학문의 개론적 지식 습득

나. 실험·실습 등 기초적 실천 능력 습득

다. 전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

3) 일반교양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과 현대 사

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능력과 세상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힌다.

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력 제고

나. 인간 사회와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지식 습득

다.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세상의 여러 분야를 경험할 

기회 부여

■ 교양교육과정의 구성

1) 공통교양

본교 교양교육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다

음과 같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한다. 

  (1) 대학생활탐구 : 나의 삶, 나의 비전

  (2) 더불어 사는 삶 

      (가) 자아성찰 : 선과수행문화1,2,불교와 인간

      (나) 21세기 시민 : 소통·미디어·윤리, 지

구·환경·공생, 다문화 사회의 삶, 사

랑·우정·관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3) 글쓰기 : 자기 표현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4) 세계명작세미나 : 지혜와 자비 명작 세미나,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자연과 기술 명작 세미나,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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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가정신과리더십 :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자기관리와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소셜 앙트

러 프러너십, 글로벌 앙트러 프러너십, 테크노 

앙트러 프러너십

  (6) 영어 : Basic EAS, EAS1, EAS2

  (7) 지역연구 : 미국연구, 중국연구, 일본연구, 인

도연구, 러시아연구, 유럽연구, 라틴아메리카 

연구, 아프리카연구

2) 학문기초

학문기초는 전공 학문의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기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개별 분과 학문 또

는 계열 학문의 기초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학문기초 교과목은 주로 전공 학문에 대한 개론적 

교과목, 실험 및 실습 등 기초적 실천 능력을 습득하

는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3) 일반교양

일반교양은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지

식과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학문 분

야별 특성에 기초하여 5개의 세부 교과영역으로 체계

화 되어 있다.

  가. 인문

      인류의 문화와 자기표현 능력을 이해하기 위

한 역사, 언어, 문학 등의 교과목

  나. 사회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연구 및 분석하는 

사회, 정치, 법 등의 주체를 포함하는 교과목

  다. 자연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연구 및 기초 지

식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

  라. 문화·예술·체육

      인간의 심미적 창조 활동을 통해 얻어진 예술

을 이해하고 인간 신체의 건전한 운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

  마. 자기개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

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 리더십, 여

성 강좌 등의 사회 적응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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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동향, 졸업생의 진로, 교과목간의 균형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2) 전공과목은 각 전공 및 학과의 고유한 학문적 체계

를 유지하면서 인접 관련학과간의 유기적인 협력

과 통합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선택기회가 확대되도록 편성하였다. 

3) 전공과목은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간의 학문

적 연계성과 발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

다.

■ 전공과목의 구성

1) 기초교육과목

1,2학년과정에 개설되는 전공 및 학과 기초적인 성격

의 교과목이다. 3, 4학년의 전문교육과목을 성공적

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

는 데에도 필요하므로 폭넓게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전문교육과목

심화된 전공분야를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3,4학년의 

고학년 과정에 학년 구분 없이 개설된다. 3, 4학년과

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복수전공 및 조기

졸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전공교육과정의 다양한 강좌형태

가. 세미나 강좌 : 일방적인 전달식의 교수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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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강좌를 말하며, ‘세미나’라고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다.

나. 외국어강의 강좌 :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감각의 고양과 선진이론의 효율적인 습득을 위하

여 외국어로 강의하는 강좌를 말하며, ‘영어 강의’ 

등으로 강의언어명이 표기 되어 있다. 

다. 현장학습 강좌 : 학문의 실용성과 현장성을 증진

하기 위하여 강의실 안에서만의 이론수업이 아닌 

시사성 있는 전공 관련의 현장학습 강좌가 개설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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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

로 학기중에 이수치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방학

중에 개설하는 강좌를 말한다.

■ 이수기준 및 방법

1) 전공최저이수학점

졸업을 위한 전공최저이수학점을 말하며 필요한 학점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전공만을 이수하

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시 보다 전공최저이수학점이 상

향 설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학년별 교과목 이수기준

전공교육과정 중 3,4학년에 개설된 전문교육과목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체계적인 이수방법

코스카탈로그에 안내되어 있는 이수방법은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전공교육과정 이수와 학습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해 특히 필요한 내용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자유선택과목

자유선택과목은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이외에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하며, 교육과정으로는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이 있다.

■ 교직과목

사범대학 학생은 입학, 편입과 동시에 이수자격을 갖

게 되며, 교직이 개설된 비사범대학 학과 소속인 학생

은 2학년 재학기간 중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

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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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1연 혁

교양교과목
공통교양

학문기초

일반교양

교수소개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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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

￭ 공통교양

각 영역별 교양교과목

구분 영역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공통
교양

32학점

자아성찰
RGC 0015 선과수행문화1 1 - 1
RGC 0016 선과수행문화2 1 - 1
RGC 0003 불교와 인간 2 2 -

대학생활탐구 RGC 1001 나의삶,나의비전 1 1 -

21세기시민
(택1)

RGC 1002 소통,미디어,윤리 2 2 -

공과대학 제외
RGC 1003 지구,환경,공생 2 2 -
RGC 1004 다문화사회의삶 2 2 -
RGC 1005 사랑,우정,관용 2 2 -
RGC 1006 민주주의와시장경제 2 2 -

글쓰기
(택1)

RGC 0005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3 3 - 공과대학 이수
RGC 1007 자기표현적 글쓰기 3 3 - 공과대학 제외
RGC 1008 실용적 글쓰기 3 3 - 공과대학 제외
RGC 1009 논증적 글쓰기 3 3 - 공과대학 제외

세계명작
세미나
(택4)

RGC 1014 지혜와자비명작세미나 3 3 -

공과대학 제외 
RGC 1010 존재와역사명작세미나 3 3 -
RGC 1011 경제와사회명작세미나 3 3 -
RGC 1012 자연과기술명작세미나 3 3 -
RGC 1013 문화와예술명작세미나 3 3 -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택1)

RGC 1015 공감과소통의리더십 2 2 -
RGC 1016 자기관리와리더십 2 2 -
RGC 1017 글로벌리더십 2 2 -
RGC 1035 소셜앙트러프러너십 2 2 -
RGC 1036 글로벌앙트러프러너십 2 2 -
RGC 1037 테크노앙트러프러너십 2 2 -

지역연구
(택1)

RGC 1021 미국연구 2 2 -

공과대학 제외

RGC 1022 중국연구 2 2 -
RGC 1023 인도연구 2 2 -
RGC 1024 일본연구 2 2 -
RGC 1025 러시아연구 2 2 -
RGC 1026 라틴아메리카연구 2 2 -
RGC 1027 아프리카연구 2 2 -
RGC 1028 유럽연구 2 2 -

영어
RGC 1030 Basic EAS 0 2 -
RGC 1033 EAS1 3 1 2
RGC 1034 EAS2 3 1 2

한국문화

RGC 6000 프리젠테이션및보고서작성법 3 3 - 외국인전용
RGC 6001 한국의전통과문화 3 3 - 외국인전용
RGC 6002 한국의 현대문화 3 3 - 외국인전용
RGC 6003 텍스트 번역 입문 3 3 - 외국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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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방법

1) 공통교양에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

다. 단, 21세기 시민, 글쓰기, 리더십&프론티어십, 

지역연구 영역의 교과목은 영역 당 한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세계명작세미나는 총 네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2) 공과대학의 경우 ‘21세기 시민, 세계명작세미나, 

지역연구’ 영역을 이수하지 않으며, 글쓰기 교과목

은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로 이수한다.

3) 외국인의 경우 세계명작세미나 대신 한국문화 영

역에서 네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문기초

￭ 개설교과목 

1) 외국어(학문계열 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수 가능)

불교대학,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

영대학,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

육과, 지리교육과)는 아래의 외국어 과목을 2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학문
기초

1
1-2
1-2
계절
계절
계절
계절
계절
2

2

2
2

계절
1
1
1
1

1-2
2
1-2
1-2
1-2
1-2
1-2
2
1-2
2
1-2
2
1-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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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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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5096
PRI 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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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스페인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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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초급)
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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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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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5 Course Catalog

￭ 자연계열 Ⅰ(수학과, 화학과, 건축학전공,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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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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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반도체과학부, 통계학과)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물리
반도체
과학부

1-2
1-2
1
2
1

PRI 4001
PRI 4012
PRI 4002
PRI 4013
PRI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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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4
4

3
3
3
3
3

-
-
2
2
2

5과목 이수

통계학과

1
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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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열 Ⅲ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바이오
환경과학과

생명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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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4001
PRI 4012
PRI 4002
PRI 4013
PRI 4003
PRI 4014
PRI 4005
PRI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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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확률 및 통계학

3
3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2
2
3
3
3

-
-
2
2
2
2
2
2
-
-
-

2과목 이수

1
2

PRI 4010
PRI 4021

대학생물학 및 실험Ⅰ
대학생물학 및 실험Ⅱ

4
4

3
3

2
2

2과목 이수

식품생명
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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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4001
PRI 4002
PRI 4013
PRI 4003
PRI 4014
PRI 4004
PRI 4015
PRI 4023

미적분학 및 연습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확률 및 통계학

3
4
4
4
4
3
3
3

3
3
3
3
3
2
2
3

-
2
2
2
2
2
2
-

4과목 이수
단,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Ⅱ는 
1과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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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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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열 Ⅳ(공과대학)

※ 공과대학의 경우 공학교육인증 이수여부에 따라 영역별 졸업이수학점 기준이 달라지니 반드시 각 학과(전공)의 졸업이수학점 기준표 참고

 일반교양

￭ 개설교과목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인문

1,2
1,2
1,2
1,2
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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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C1053
EGC1057
EGC2001
EGC2046
EGC2047
EGC2048
EGC2049
EGC2050
EGC2051
EGC2052
EGC2053
EGC2054
EGC2055
EGC2056
EGC2057
EGC2058
EGC2059
EGC2060
EGC2061
EGC2062

요가와자아탐구
심리치료와불교
한국문학의이해
만해와님의침묵
만해와불교의민족운동
서정주시의인문학
만해와근대지성
근현대고승열전
실크로드와불교문명
불교와인지과학
대중문화와불교
불교와경영리더십
오리엔탈리즘
미디어컬처시대의자아와언어
스펙인생과사회적경게
문학과예술로읽는사랑의문화사
시와예술적상상력
세계문학
성장문학과나의자화상
동양고전의현대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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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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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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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총이수학점

수학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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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MSC : 30학점 이상 이수
(수학,과학,전산학 영역 과목에서 30학점이상 이수)

※ 캠퍼스전과생, 편입생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학과 사무실 상담 필수 

기초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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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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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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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 4040
PRI 4041
PRI 4043
PRI 4048
DEV 1042

기술과 사회
공학경제
공학법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기술창조와 특허

3
3
3
3
3

3
3
3
3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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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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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1,2
1,2
계절
1,2
1,2
1,2
1,2
1,2

EGC2063
EGC2064
EGC2065
EGC2066
EGC2067
EGC2068
EGC2069
EGC2070
EGC2071
EGC2072
EGC2073
EGC2074
EGC2075
EGC2076
EGC2077
EGC2078
EGC2079
EGC7051
EGC7071
EGC8009
EGC8010
EGC8011
EGC8012

유럽문명의이해
동아시아의문명과역사
글로벌한국사
한국사상의라이벌
삶과죽음의철학
윤리적삶의이해
한국사회의이민다문화현상이해
한국의전통과학과기술
한미관계,협력갈등의이중주
한국전통문화의세계
현대사회와전통문화
언어와세계
만해의생애와사상
선과마음치유
선과인간
선과대중예술
좌선법의이해와연습
간화선집중수행
부조리문학
한국어독해와작문1
한국어독해와작문2
한국의사회와문화
한국의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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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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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4
-
-
-
-
-

계절학기 개설

사회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2
1
1,2
1,2

EGC3002
EGC3024
EGC3025
EGC3026
EGC3027
EGC3028
EGC3029
EGC3030
EGC3031
EGC3032
EGC3033
EGC3034
EGC3035
EGC3036
EGC6075

매스컴과사회
하위문화와사회적상상
인권과사회
현대사회와법
법학의이해
인터넷정책과법
법여성학
시사이슈와토론
북한사회의이해
사회복지의이해
현대사회와범죄
바이오의료정책
바이오의료산업경영
대학생을위한예비부보교육
인간행동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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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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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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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기술

2
2
1
1,2
1,2
1,2
2
1,2
1
1,2

EGC4010
EGC4011
EGC4012
EGC4013
EGC4014
EGC4015
EGC4016
EGC7037
EGC7039
EGC7044

생명가치와바이오산업
메디컬테크놀러지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
생활속의의과학
문명으로봄기술과학사의이해
식생활과건강
문화로서의과학과기술
인류와녹색문명
영화로보는의학생명과학이야기
숲과문화
컴퓨터활용과실습

3
3
3
3
3
3
3
3
2
2

3
3
3
3
3
3
3
3
2
1

-
-
-
-
-
-
-
-
-
2

문화
예술
체육

1,2
2
2
1,2
1
2
1
1
2
1

EGC6007
EGC7004
EGC7006
EGC7009
EGC7012
EGC7013
EGC7014
EGC7015
EGC7017
EGC7021

한국미술의이해
수영
골프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탁구
농구
호신술
태권도
검도

2
1
1
1
1
1
1
1
1
1

2
-
-
-
-
-
-
-
-
-

-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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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
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EGC7055
EGC7056
EGC7058
EGC7063
EGC7065
EGC7066
EGC7067
EGC7072
EGC7073
EGC7074
EGC7075
EGC7076

운동과인간생활
Leisure와 Wellness
현대예술론
치유로서의미술
기초작곡이론및실습
내인생의클래식(음악감상법)
음악즐기기
영화로만나는패션
동양미술의감상
드라마와대중문화
캐릭터제작의이해
Health and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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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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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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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개발

1,2
1,2
1,2
1,2
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2
1,2
1,2
1,2
1
2
1
2
1,2
1
1,2
2
1,2

DEV0006
DEV0009
DEV0010
DEV0020
DEV0021
DEV1001
DEV1003
DEV1004
DEV1005
DEV1007
DEV1008
DEV1009
DEV1010
DEV1013
DEV1015
DEV1030
DEV1031
DEV1032
DEV1034
DEV1035
DEV1036
DEV1037
DEV1038
DEV1040
DEV1041
DEV1042
DEV1043
DEV1044

21세기Leadership
사회봉사1
사회봉사2
기업가정신과청년기업가
PrideDongguk지성콘서트
커뮤니케이션의실제
취업실전전략
글로벌비즈니스개론
비즈니스정보실무론
직무역량과멘토링실무론
창의적문제해결과기획
현대사회직업의식과윤리
비전설정과커리어
여성비전과직업
스타트업캐스톤디자인
기업가정신과창업
산악인박영석의탐험과도전
대학생의자기주도적학습전략
나는내인생의주인공
불교음악론Ⅰ,예불
불교음악론Ⅱ,불공시식
불교음악론Ⅲ,법고
불교음악론Ⅳ,법고무
참나를찾아떠나는여행
붓다의리더십1
기술창조와특허
붓다의리더십2
현대인의삶과마음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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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5
0.5
0.5
0.5
0.5
2
0.5
3
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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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RGC0015 선과수행문화1 Practice and Culture in Se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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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C0016 선과수행문화2 Practice and Culture in Seon 2

‘선과수행문화1’의 계속

RGC0003 불교와인간 Buddhism &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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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C0005 기술보고서작성및발표 Writing Technical Report and Presentations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리포트, 학술지, 특허 그리고 학위논문 등의 다양한 기술보고서를 국문이나 영문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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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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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1001 나의삶,나의비전 My life, My Vision

본 강좌는 개인의 ‘비전’과 ‘진로’를 탐색, 설정, 준비에 주안점을 두고 개개인의 미래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로 생애의 관점에서 진로 인식과 미래시간 전망 확장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진출을 촉진하
는데 그 목적을 두며,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자신의 특성 이해, 산업·직무별 다양한 직업정보 분석, 합리
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진로목표의 수립, 대학생활의 구체적인 『Career Roadmap』 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RGC1002 소통,미디어,윤리 Communication, Media & Ethics  

본 강좌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인간사회의 소통과 윤리문제에 대한 학제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즉 특정학
문이 제시하는 분석의 틀을 벗어나 소통과 윤리와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디어 관련 문제를 폭넓게 
섭렵함으로써 미디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미디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습득함과 아울러 미디어 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RGC1003 지구,환경,공생 Earth, Environment, and Symbiosis

｢21세기 시민｣의 다섯 강좌 중 하나인 <지구, 환경, 공생>은 수강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적으로 접하면
서도 소홀하기 쉬운 환경 및 생태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과 자연의 공생, 환경정의 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환경과의 공생을 시도하는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고민을 심화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팀프로젝트를 수행한다.

RGC1004 다문화사회의삶 Living in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사회의 삶>은 수강하는 학생들이 삶의 현장 및 사회현실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화와 이를 이해하는 
관용 영역의 문제와 이 해결 과제를 프로젝트 형태로 직접 다루어봄으로써 21세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체적 문제 해결 역량을 습득하도록 한다.

RGC1005 사랑,우정,관용 Love, Friendship And Tolerance

공통교양 ‘21세기 시민’ 영역의 다섯 개 강좌 중 하나인 <우정, 사랑, 관용>은 수강생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랑, 
우정, 관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나 영화, 기타 예술 작품 혹은 관련 사례들에 대해 공부하고,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서 주제를 발견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접 탐사하며, 전달을 위한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여 제작 
및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해봄으로써 21세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바람직한 인성을 체득하도록 한다.

RGC1006 민주주의와시장경제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지구촌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적인 
제도이자 근본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핵심 원리를 이해한 뒤,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나 과제를 팀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
정하여 탐사·분석하고, 탐사 결과와 문제해결 방안을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나 시청각 교재로 제작하여 발표
하고 토론하는 강좌이다.

RGC1007 자기표현적글쓰기 Expresive Writing

본 강좌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자기표현적 글쓰기 능력을 길러 교양인으로서 자신의 감정
과 사고를 자유롭게 글로 표현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자기표현의 능력 가운데서 핵심적
으로 구비해야 할 역량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기 탐색의 
글쓰기, 자기와 세계 이해 및 소통의 글쓰기,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글쓰기 등 세 가지 영역을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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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1008 실용적글쓰기  Practical Writing

본 강좌는 다양한 조건과 목표에 부합하는 글쓰기 훈련을 통해 사회적 소통으로써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리포트 작성법뿐만 아니라 취업·진학 등에서 요구되는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 글을 쓰는 과정과 
글을 표현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독자의 기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RGC1009 논증적글쓰기 Argumentative Wring

본 강좌의 목적은 대학생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 강의를 수강함
으로써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글을 바르고 쉽게 쓰기 위한 기본 지식과 방법들을 익혀 견해와 주장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글쓰기의 단계와 방법들을 배워 한 편의 글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과제로 부과되는 레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양식의 글들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GC1010 존재와역사명작세미나 Great Books Seminar In Being and History

민주화사회, 기술공학사회, 거대화사회, 다문화사회, 정보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강좌는 인간 존재와 역사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 명작들이 그 동안 
제시해 온 아이디어들이 인간의 정체성을 바람직하게 세워 가는데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개인교양 영역과 초월교양 영역을 포괄하는 ‘인류와 역사’·‘에로스와 문명’·‘역사와 인간’·‘코스모폴리탄과 인
터내셔널’·‘삶과 초월’ 등을 주제로 하고, 이들 주제와 직접 관련된 주요 고전과 보조 고전을 읽고 토론한다.  

RGC1011 경제와사회명작세미나 Great Books Seminar In Economy and Society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이자 영역인 경제와 사회라는 두 개념 또는 범주를 통해 근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다섯 권의 세계명작을 읽고, 근대사회와 관련하여 현대인이 던지고 답해야 할 질문들을 
찾아내고 또 수강생 스스로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강의이다. 강좌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세계명작 다섯 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칼 맑스의 공산당 선언, 장-자크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 정약용의 목민심서이다. 

RGC1012 자연과기술명작세미나 Great Books Seminar In Nature & Technology

자연과기술 명작세미나는 과학, 인간, 자연, 문명 그리고 기술 분야의 명저 5권과 연관된 글들을 읽고 토론하
는 세미나 수업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보다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종합
적 관점의 싹을 틔우고 장차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이 교과목의 목적입니다.

RGC1013 문화와예술명작세미나 Great Books Seminar In Art and Culture 

본 강좌는 문화와 예술 영역을 ① 이야기의 원형, ② 삶의 여러 빛깔과 표현, ③ 근대적 감성의 탄생, ④ 청년
의 빛과 어둠, ⑤ 대중예술의 미학 등으로 세분하여 각 분야별로 한 권의 명작을 선정, 완독하고 해당도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보조도서를 읽은 후에 명작에 내재된 보편적 의미와 스스로 찾아낸 의미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단순한 
독서가 아닌 독서와 연계된 문화적 실천까지를 염두에 둔 보다 입체적인 ‘읽기’ 경험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형태를 향유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윤기있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RGC1014 지혜와자비명작세미나 Great Books Seminar In Wisdom and Compassion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기 이전에 관계로 살아간다. 존재가 있어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 존재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지혜’의 삶과 오늘의 성취가 있기까지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인연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자비’의 삶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 강좌는 
첫째,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탐구하고 모색한다. 둘째,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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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대해 탐색하고 통찰한다. 그리하여 연기적 존재와 이타적 존재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 자비를 실천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RGC1015 공감과소통의리더십 Leadership of Resonant and communication

성별, 지역, 인종, 연령, 신체상태, 종교 등의 표면적 다양성과 성격, 가치, 태도, 신념, 역할 등의 심층적 다양
성 모두의 측면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관리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적
으로 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기업과 사회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적극
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는 자세와 태도, 자신 안에 있는 편견, 차별의식, 고정관념 등을 극복하는 경험과 훈련
을 통해 상생과 사람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 

RGC1016 자기관리와리더십 Self-Management and Leadership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공한 리더들의 생각, 행동, 습관을 파악·실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커리어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셀프리더십(시간관리, 변화관리, 목표관리, 내적인 동기관리, 감정
관리 및 가치관 정립) 및 인간관계 리더십(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존중, 배려, 균형, 영향력 발휘하기)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조직화하며 내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내어 글로벌 리더로서 영향력을 펼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연습한다.

RGC1017 글로벌리더십 Global Leadership

21세기는 다원화 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대이다. 즉, 전통적인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넘어, ‘지구촌 
사회’라는 표현처럼 전 세계를 동일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글로벌 
리더들은 특정한 국가나 집단적 사회가 아닌 초국적(transnational) 그리고 이질적(heterogeneous)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강좌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리더십에 추가하여 
다른 언어, 관습, 제도 등 이질적이고 다원화된 환경에서 필요한 리더십 발현의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강좌이다. 이를 위해 본 강좌는 1) 글로벌 사회와 세계관, 2) 글로벌 리더와 리더십, 3) 글로벌 리더
십 프로젝트 실습 이상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RGC1035 소셜앙트러프러너십 Social Entrepreneurship

최근 우리사회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빈부의 격차, 문화적 편중, 기회의 제약, 
환경 폐해 등 기본적으로 갈등과 불신의 정도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특히 유럽의 경우, 전통적
인 방법으로 상기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기업가적 방식(Entrepreneurial Methods)’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결국 많은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존의 시민운동 등이 자발적 참여와 기부 등에 의존하다 보니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기업가적 방식은 ‘가치창출 메커니즘’에 기반한 관계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문제 해결 수
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예가 ‘소셜 비즈니스’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본 강좌는 ‘박영석 프론티어십’ 강좌
를 통해 ‘동국의 개척자정신’을 함양하고, 우리 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s)’를 기업가적 방
식(entrepreneurial methods)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소셜 프론티어십 프로젝
트’를 통해 일련의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이다. 

RGC1036 글로벌앙트러프러너십 Global Entrepreneurship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삶의 기술(life skill)로써 리더십의 경우와 같이 누구나 갖
추어야 할 기초 기술로 정의 내리고, 초등학교부터 정규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이를 교육하고 있다. 이는 학생
들로 하여금 전공영역과 관계없이 기업가적 마인드와 역량(Entrepreneurial Mindset & Capability)을 갖춤
으로써 자신의 삶에 있어 기회를 포착하고, 본 기회를 실현 시키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향후 자신의 삶에 있어 구직(job seeking)만이 아닌 스스로 가치 있는 일자리
를 만들어 가는 창직(job creations)과 창업(startups)의 세계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어 경력대안(carrier 
paths)을 설계하는데 일련의 실제적 참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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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1037 테크노앙트러프러너십 Techno Entrepreneurship

과학과 기술은 우리인류사회의 삶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전의 결과물을 인류사회 전체가 같이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며 많은 실제적 사례들을 낳고 있다. 과학과 기술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학습하는 과학과 기술이 우리 인류사회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정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기본적으로 ‘하이테크’ 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과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과 기술이 우리 인류사회에 당면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영역에 대한 가치와 몰입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좌이다. 이를 위해 본 강좌는1) 하이테크와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 2)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과 사회에 대한 이해, 3) 적정기술 프로젝트 실습 이상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RGC1021 미국연구 American Studies

<미국연구>는 미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습자는 양국 국민간의 호혜적 교류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세계인으로 갖추어야 할 지역정보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다. 

RGC1022 중국연구 Chinese Studies 

본 강좌는,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 지역에 대한 학제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부연하면, 역사나 지리와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폭넓게 학습함으로써 중국의 전반에 대한 종합
적 이해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본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현대 중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교양
과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중국 지역 전문가로서의 기초 소양을 쌓는다.

RGC1023 인도연구 Indian Studies

이 강좌는 인도 지역의 문화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여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단계까지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들이 이 강좌를 통해 얻은 인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단순
히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인문화간의 소통과 더불어 세계문화 전반으로까지 다양한 색
의 프리즘효과를 낼 것이다.

RGC1024 일본연구 Japanese Studies

본 강좌 목표는 일본 지역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통시적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 역사
와 문화 등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섭렵함으로써 일본/일본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수강생
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본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동아시아(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위치를 이
해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세계관을 키운다.

RGC1025 러시아연구 Russian Studies

본 강좌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학제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즉 특정학문이 제시하는 분석의 틀을 벗어나 
역사와 지리와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폭넓게 섭렵함으로써 러시
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러시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습득함과 아울러 러시아 지역 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RGC1026 라틴아메리카연구 LatinAmerican Studies 

본 강좌의 목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특정한 학문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섭렵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수강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소양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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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1027 아프리카연구 African Studies

본 강좌는 그간 세계사의 바깥, 즉 미지의 대륙 혹은 야만의 대륙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 인문학적, 예술적 통찰을 수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탈식민주의 세기인 21세기에 새로운 대륙으로 거듭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GC1028 유럽연구 European Studies

본 강좌는 유럽 지역에 대한 학제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즉 특정학문이 제시하는 분석의 틀을 벗어나 역사
와 지리와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폭넓게 섭렵함으로써 유럽 전반
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유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습득함과 아울러 유럽지역 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RGC1030 Basic EAS Basic English for Academic Success

이 수업은 학생들의 학문적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두 영역을 통합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로 진행된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 텍스트를 읽고, 그와 관련된 작문 영역의 다양한 
활동(작문 기법 연습, 그룹 작문, 개인 작문 및 피드백, 읽기 주제 및 배경지식 그룹 발표, 텍스트 주제 토론, 
비판적 사고 향상 연습 등)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나아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
로 학생들은 시험 영어(토플, 텝스, 토익 등)에서 reading과 writing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학술용영어 1, 2 교과 과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RGC1033 EAS1 English for Academic Success1

학술용영어 1은 신입생들이 학술용 영어 스킬을 익히고 연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본 강좌는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수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영어능력과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한 중급과정으로 영어강의를 수강하
는데 필수적인 학술적인 청취, 발표, 독해와 작문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하에 다양한 영어 스킬들을 배우고 그룹 프로젝트와 토론을 통하여 연습하게 될 것이다. 본 강좌는 영어로
만 진행되며 학생들은 문법, 어휘, 세미나 및 필기 능력 향상을 포함한 쓰기, 읽기, 듣기 및 말하기의 네 가지 
통합스킬을 이용하여 학술용 영어 스킬을 익히게 된다. 

RGC1034 EAS2 English for Academic Success2

학술용영어 2는 신입생들이 학술용 영어 스킬을 익히고 연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본 강좌는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수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영어능력과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한 고급과정으로 영어강의를 수강하
는데 필수적인 학술적인 청취, 발표, 독해와 작문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하에 다양한 영어 스킬들을 배우고 그룹 프로젝트와 토론을 통하여 연습하게 될 것이다. 본 강좌는 영어로
만 진행되며 학생들은 문법, 어휘, 세미나 및 필기 능력 향상을 포함한 쓰기, 읽기, 듣기 및 말하기의 네 가지 
통합스킬을 이용하여 학술용 영어 스킬을 익히게 된다.

RGC6000 프리젠테이션및보고서작성법  Presentation and Academic Paper

본 강의는 외국인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으로서 프레젠테이션 및 보고서 작성법을 이론
과 실습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대학 강의 수강 시 학문 연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GC6001 한국의전통과문화 Korean Traditional Culture

본 강의는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한국 현대 사회 문화에 참여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사고와 태도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문, 사회, 문화 등 한국 대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원활한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지식 배양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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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6002 한국의현대문화 Seminar in Great Books

본 강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화’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정치나 경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 맺으면서 변화하고, 예술, 산업, 여가 
등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의식에까지 그 힘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의 변화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커다란 문화변동을 
겪었으며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의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
변동에 관련된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화현상들에 대해 소개·분석하고, 학생들 스
스로 이를 비평·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현대문화에 비추어진 한국사회의 특성
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사회 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RGC6003 텍스트번역입문 Basic Text Translation

외국인을 위한 텍스트 번역입문에서는 영문을 잘 읽고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영어와 한국어 
문법 구조의 차이, 표현의 차이를 알고 이를 통해 번역의 초급 단계를 익힌다.

PRI4001 미적분학및연습1 Calcul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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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4002 일반물리학및실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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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현상
을 이해하고 올바른 실험 자세를 통하여 물리 현상을 숙지한다. 

PRI4003 일반화학및실험1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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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4004 일반생물학및실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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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통계학및실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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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형 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실습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기법을 학습하
고 통계패키지 사용법을 공부한다. 

PRI4006 응용수학1 Applied Mathematics I

1 계상미분방정식, 2 계선형상미분방정식, 고계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법, Bessel 함
수와 Legendre 다항식, 비선형계 안정성, 벡터와 벡터 공간, 행렬과 행렬식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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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10 대학생물학및실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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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통계학및실습1 University Statistics and Experiments 1

본 강좌는 통계학의 개론으로 크게 기술통계학, 확률과 확률분포로 나누어지는데 통계학의 개념과 의미를 소
개하고, 확률의 개념과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하며 자료의 정리, 통계학표의 작
성, 분포형태, 자료 분석 등을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PRI4012 미적분학및연습2 Calculus2

본 강좌는 기초개념에서부터 기본정리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수학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감
으로써 전공을 공부하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능
력 및 분석력의 배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한다. 

PRI4013 일반물리학및실험2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 II

고전물리학의 전반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물리학적인 기본개념을 소개하며, 특히 열역학, 전자기학, 전자회로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물리학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물리학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일
반물리학실험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계의 물리현상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써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올바
른 실험 자세를 통하여 물리현상을 숙지한다. 

PRI4014 일반화학및실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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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생물학및실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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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통계학및실습2 General Statistics and Experiment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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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4017 응용수학2 Applied Mathematic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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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4021 대학생물학및실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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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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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22 대학통계학및실습2 University Statistics and Experiments 2

대학통계학및실습Ⅰ을 바탕으로 표본분포 이론과 모평균, 모비율에 대한 점추정 및 구간추정의 이론을 소개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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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공에서의 활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PRI4025 공학수학1 Mathematics for Engineering 1

본 강좌는 미분적분학및연습Ⅰ과 미분적분학및연습Ⅱ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전공 이해에 필요한 고등 수학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수학적 사고력과 연습
을 통해 공학 현상을 수학적 문제로 모델링하고 그 해결능력을 길러 전공에의 응용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강좌는 미분방정식론과 변환이론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다.

PRI4026 공학수학2 Mathematics for Engineering 2

본 강좌는 미분적분학 및 연습Ⅰ과 미분적분학 및 연습Ⅱ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서 실제로 응용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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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한다. 
그리고 역학 분야에서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연 현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서를 얻고 물리학
의 기본 출발점을 알게 될 것이며, 전자기학 분야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기, 자기 현상의 원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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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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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4033 지구환경과학 The Earth and the Environments

본 강좌에서는 도시 인구 집중화, 무절제한 농약사용과 공장폐수로 인한 상수도원의 오염, 석탄 석유의 사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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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관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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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며 유용한 언어를 선택하여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한
다. 또한, 그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PRI4036 수치해석및실습 Numerical Analysis and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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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4037 컴퓨터응용 Computer Applications

컴퓨터 활용능력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이해와 연습을 통해서 향상되므로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컴퓨터 응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 및 실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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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을 소개함으로써 고급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PRI4039 인터넷프로그래밍 Internet Programming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웹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 작성 언어를 공부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용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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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인류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왔으며, 현대사회가 기술진보와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한다. 생
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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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엔지니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해토록 하며, 전문기술직으로서의 엔지니어의 사
회적 행위규범과 올바른 직업윤리관을 형성토록 한다.

PRI4041 공학경제 Engineering Economy

공업투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문제들은 각 대안별로 각종 비용이나 수익과 같은 현금의 흐름이 장시
간에 걸쳐 일어나기 마련이며 현금의 유입 유출량이나 발생시점도 각기 틀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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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지 않으면 올바른 대안의 평가와 선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학경제에서는 장차 엔지니어로서 다
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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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육
성에 관한 법, 정보화 촉진기본법 등을 다룬다.

PRI4046 기초수학(인문) Precalculus

이공대를 진학한 학생들 중 대학과정의 기초인 고등학교과정에 있는 수열과 초월함수를 배우지 않았거나 충분
히 습득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적분학을 접하는데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PRI4048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인간은 7백만 년전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그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해왔으며, 동시에 에너지를 사용하여 주
어진 환경을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개조해왔다. 즉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이 제공해주는 것 이상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기상이변이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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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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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나간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치학으로부터 경제, 예술, 스포츠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통해서 전반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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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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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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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5069 Advanced Academic 
Liste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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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의 진정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영어 강의 듣는 방법 그리고 필기 방법이 연습 되어 질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
에 학생들이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 질 것이다. 

PRI5070 Science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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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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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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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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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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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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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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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어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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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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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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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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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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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5096 라틴어(초급) Latin(Elementary)

본교는 불교 종립대학교로서 중국어를 비롯하여 범어, 빨리어, 티벳어 등 동양 고전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서양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심어주는 
것이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었으며, 이에 대부분 서양 언어들의 모어인 라틴어 지식의 필요
성이 대두되어 현재 국내 주요 대학들이 모두 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제 본교가 라틴어 강좌를 개설함으
로써 동서 고전의 접근 도구에 있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틴어는 대부분 서구 언어들의 모어로서 지금은 “사어”라고 일컬어지지만, 중세 이후 교회와 학문 세계에서 면면
히 살아남아 있었으며, 사실상 지금까지도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에서 뿐 아니라 정치학, 법학, 의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접근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라틴어는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양인들이 주도하
는 세계의 현재와 우리를 포함한 동서양이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너무나도 유용한 기본적인 교양이다.

PRI5097 OPIc OPIc

본 강좌는 실용적인 영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취업전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함을 그 주 된 목표로 한다.

EGC1053 요가와자아탐구 Yoga and the Practice of Self-investigation

1) 인도에서 유래하였고 수천 년의 전통이 있는 요가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요가의 아사나·호흡·명상 실습을 통해

① 요가의 기초행법을 습득하고 
② 그 효과를 몸과 마음으로 경험해 본다. 이로써 
③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자아탐구의 능력을 배양하여 
④ 보다 건전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문제 해결의 정신력을 강화/심화한다.

3)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재인식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체질화함으로써 자기개발에 유익한 독자적인 방안을 모색
해본다.

EGC1057 심리치료와불교 Psychotherpy and Buddhism 

현대심리치료와 불교의 기본 교리를 학습하게 하여 현대인으로의 삶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심리적 구조
를 갖게 한다. 이러한 학습은 자신은 물론 주변에 대한 자각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현실
에 적응하고 발전함에 기여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MBSR 기법을 과정 중에 익히고 훈련한다.

EGC2001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1. 한국문학은 선인들의 삶과 낭만, 지혜와 사상, 풍자와 해학 등이 풍부하게 형상화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 문학의 주요 작품을 강독하여 그 형식과 내용, 미적 특질 등을 살피고자 한다. 

2.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의 각 시기별로 문학사적 의미가 깊고, 미적 형상화가 탁월한 작품을 강독하면
서, 자연과 전통, 공간과 시간, 자기와 타자, 개인과 사회, 역사와 현실, 무의식과 환상, 도시와 풍속, 여성
과 몸, 종교와 다문화, 시장과 경제, 소수자 등의 주제를 다룬다.

3. 특히, 문학과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연극, 만화, 게임 등 대중문화의 관련성을 비판적 안목으로 읽어 
내어, 한국문학의 현재적, 보편적 의미를 재인식하도록 한다.

4. 한편, 교양으로서의 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 교양의 폭과 깊이를 갖추고, 과학
적 논거, 풍부한 상상력, 비판적 태도로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EGC2046 만해와님의침묵 Manhae Hanyong-wun and Lover’s Silence

만해 한용운(萬海 韓龍雲, 1879∼1944)이 1926년에 출간한 시집 «님의 침묵(沈默)»은 한국 근대시사에 있어
서 기념비적 시집의 하나다. 
이 시집에는 총 8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서시에 해당하는 <님의 침묵>에서 종시에 해당하는 <사랑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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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전편의 시에 ‘님’과의 이별과 만남이 극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기 독자적인 의미영역을 갖는 개별 
시편들은 내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시집 전체가 한 편의 사랑의 드라마를 구성해 낸다. 이처럼 우리의 
근대시사에서 시집 «님의 침묵»은 연작시 형식을 개별 시편이 내면화해 예술적 형상화에 성공한 최초의 시
집이라는 독특한 시사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시집 <님의 침묵>을 통해 만해의 문학정신을 이해하고, 더불어 時에 나타난 그의 민족정신과 불교정
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한다.

EGC2047 만해와불교의민족운동 Manhae Hanyong-wnu and National Movement 
of buddhism

만해 한용운의 민족운동과 근대기 불교의 민족운동을 내용과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그리고 민족운동에 담긴 인문학적인 성격을 역사적인 맥락으로써 전달하는 것도 유의한다. 이를 통해 동국대 정체성 
및 민족(사회) 지도자의 구현 문제를 자각토록 유도한다.

EGC2048 서정주시의인문학 The humanitic theme in Seo Jeong-ju’s poetry

서정주 시에 대한 인문학적 중심의 교양 학습이다. 자기성찰, 열정, 슬픔, 긍정, 아름다움, 도전, 첫사랑 등 
27개의 주제가 서정주의 시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우며 
인문학적 교양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서정주의 대표시 50편에 대한 친정한 해설이 함께 한다.

EGC2049 만해와근대지성 Manhae and Modern Intellects

만해 한용운의 행보 및 사상을 근대 지성의 관점에서 설명, 강의하는 것을 주안점에 둔다. 동시에 만해와 동 
시공간에 살았던 근대 지성인들과의 교류, 통섭 등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강의한다. 이로써 만해와 성격 및 
위상을 부각시킨다.

EGC2050 근현대고승열전 Life Story of Venerable Priest in Modern Buddhism

근현대 공간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고투한 고승들의 삶과 지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불교 및 조계종의 역사적 성격 및 내용을 이해시킨다. 이는 동국대설립, 운영의 주체인 
조계종 및 동국대의 정체성을 통한 학교 사랑의 정신을 진작케 하는 것이다.

EGC2051 실크로드와불교문명 Silk Road and Buddhist Civilization

실크로드란 중국의 비단을 매개로 한 동서교역로를 말한다. 이 길은 아시아와 서구가 인류역사상 최초로 만나
는 길이기도 하다. 교역의 길로 탄생한 실크로드는 이후 이국적인 문화가 서로 만나 충돌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동서문명의 요람으로 자리잡는다.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불교는 인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아시
아의 또다른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다.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불교의 전파가 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동서문화교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EGC2052 불교와인지과학 Buddhism and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정의한 마음의 개념과 불교의 마음개념을 비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중도철학의 관점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GC2053 대중문화와불교 Pop Culture and Buddhism

대중문화는 우리의 일상을 대변한다. 나 자신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고 객관화한 삶의 양식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성찰과 창조의 능력을 키운다. 이것은 불교에서 인간, 
즉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통찰을 역설하는 것과 맞닿는다. 말하자면, 대중문화와 불교는 인간의 
삶을 관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불교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성찰
과 창의성 등을 키우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인간관계, 사회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속에서 참된 인간으로서
의 삶의 가치를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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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2054 불교와경영리더십 Buddhism and Business Leadership

경영의 최초 기본 패러다임은 이윤의 극대화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적 마케
팅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기업은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정착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
이며 현장위주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경영의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경영자들의 변화의 필요
성과 새로운 목표에 확신을 주고, 불교적 커뮤니케이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므로써 말과 글로 전달하는 차원
을 넘어서 철두철미한 경영리더십을 본 강의를 통해 주지시키고자 한다. 

EGC2055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아시아의 문화와 관련된 서구 시각에는 과거 식민지 경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오리엔탈리즘적 경향들이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인도 및 아시아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으며, 
오늘날 중동문제의 배후에도 깊이 자라잡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은 서구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편견
을 가지고 바라보는 심각한 부작용을 격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실체를 인도학 불교학과 관련
된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EGC2056 미디어컬처시대의자아와언어 Ego and Language of media culture age

미디어컬처 시대에는 여러 매체와 각 상황에서 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자아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심리와 생각을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강의는 미디어컬처 시대가 요구하는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언어학적 측면에서 살
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EGC2057 스펙인생과사회적경제 Life of Specification and Social Economy

이 강좌는 대학생들이 스펙 만들기에 지나치게 골몰하는 현실에 주목하며, 이를 촉발한 사회적, 경제적 원인
과 그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또한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며, 수강생들이 직접 현장(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답사한 뒤에 답사 보고서와 자신만의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작성하도록 한다. 

EGC2058 문학과예술로읽는사랑의문화사 Culture of ‘Love’ in Literature and art

문학과 예술상의 많은 작품들은 종종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품성, 갈등을 가감 없이 그대로 노출하여 보여
주고는 한다. 특히, 사랑’과 같은 감정은 남녀의 근원적 욕망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문학, 예술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이자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각 시대의 문화, 가치관, 윤리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에 
대한 감각과 가치관의 변화는 곧 인간 문화의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에는 빅토리아 시대 이후 성장해온 부르주아의 가치관을 ‘사랑’이라는 테마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랑에 대한 감각과 이성에 대한 시선을 그림, 시, 소설 , 에세이 등을 통해 살펴봄
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근대성’과 관련시켜 살펴 볼 수 있다. 문학, 예술을 통해 
사회와 문화사를 살펴보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볼 것이다.

EGC2059 시와예술적상상력 Poetry and Artistic Imaginary

현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대중문화 
등 예술 문화와 철학, 역사, 정치, 경제, 윤리 등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현대시와 예술문화, 인문학, 대중문학 등의 교섭, 연관, 혼종 등을 살펴보고 문화, 예술의 창조적 상상력
이 시적 상상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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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DC2060 세계문학 World Literature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시각에서 민족문학과 국민문학을 넘어서는 비교문학을 넘
어서는 Frank Moretti, David Damrosch등의 세계문학의 이론을 survey하고 나아가서 중요 영어권 문학과 노벨
상 수상작과 노벨상 수상가능한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세계문학을 공부한다. 토론및발표가중심이되는수업이다.

EGC2061 성장문학과나의자화상 Building-Literature and My portrait

본 강의는 다양한 양식의 성장 문학 텍스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학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내적 갈등, 그리고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예술 장르이다. 대학생들에게 가
장 큰 문제는 자신의 본질, 진로, 욕망을 알고 그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학생들의 자아 
탐구를 반영할 귀중한 장이므로 본 강의에서는 성장 문학을 통해 학생들 자신의 내면 탐구를 지도할 것이다.

EGC2062 동양고전의현대적이해 A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the Eastern Classics

서구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동양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동양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서 과거로부터 길어오는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강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철학, 역사, 문학 영역의 고전을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탐구
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동양고전에 담긴 삶의 지혜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적으로 변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전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경험함으로써 진지하게 자신을 탐색하고, 인간관계에 
관한 깨달음을 얻어 각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한다. 

EGC2063 유럽문명의이해 The understanding of European Civilization

본 강좌는 선사시대부터 21세기 까지 유럽문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끼친 여러 현상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환경 등의 다양한 영향을 시대별로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 및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조망해 본다.

EGC2064 동아시아의문명과역사 Culture and history of East Asia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일국사의 시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고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는 보다 광
범위한 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
아의 경우는 이러한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강의는 동아시아의 역사 전체를 강의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의 다양한 문명과 역사공동체의 
발전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상호 연결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GC2065 글로벌한국사 GlobalKorean History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아울러 
한국사가 세계사와 어떤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는가를 살핌으로써 거시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GC2066 한국사상의라이벌 Rivals in Korean History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경쟁, 갈등하였던 주요 인물들
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주장을 국내외의 역사적 상황에 견주어 검토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살펴본다. 

EGC2067 삶과죽음의철학 Philosophy of Life and Death

이 강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삶에 관한 강좌이자 죽음에 관한 강좌이며 동시에 
철학에 관한 강좌이다. 이 강의에서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 떠오르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토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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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말 나쁜 것인가?” 등과 같은 중요 질문들을 던져본다.
이 강의는 죽음을 주제로 하는 책들에서 흔히 다루는, 죽음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관한 심리학적·사회
학적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를 ‘철학’에서 말하면 형이상학
(metaphysics)과 가치론(value theory)에 속한다.
이 강의는 ‘열린예일강좌(Open Yale Courses)’프로젝트 가운데의 “DEATH”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거기에 불교
(Buddhism), 유교(Confucianism), 도교(Taoism)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견해’를 보완한 것이다.

EGC2068 윤리적삶의이해 Understanding of Our Ethical Life

이론윤리와 실천윤리의 대표적인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윤리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윤리적 삶에 대한 
의미를 성찰한다.

EGC2069 한국사회의이민다문화현상
이해

Study on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본 교과목은 이주의 초국가적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형되고 있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탐구
하고,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가족, 공동체, 민족, 국민국가, 
절대주권, 시민권, 거주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화,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EGC2070 한국의전통과학과기술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professional engineer

전통 과학기술과 관련된 유적, 유물, 문헌, 현재 계승되고 있는 전통장인 등을 조사하여 조상들의 과학기술적 
활동을 파악하고, 전통과학기술이 시대별, 분야별로 전개된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전통시대 우리
나라 과학자와 기술인들의 과학정신과 기술사상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전통과 과학기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
고, 미래의 과학기술과 조화시키는 관점과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강생들은 과제를 통해 전통과학기술의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가 탐방과 조사 분석을 시도한다. 

EGC2071 한미관계,협력과갈등의
이중주

Korean-American Relations: Duet of 
cooperation and Conflict

현재 한국의 대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근래 중국의 팽창으로 인해 한중 간 경제, 
문화 교류가 증대되는 등 동북아시아 내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정치·경제·사회·문
화, 그리고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자리하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우리의 대외관계 중심축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과 일본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882년 한미 수교 이래 13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선 왕조 말기와 대한제국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 역사 곳곳에 짙은 자국을 내며 함께해 왔다.미국은 
때로는 방관자로 때로는 조정자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기 이후에는 우리 민족을 제국주의 일본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은인이자 군정의 통치자로 군림하였다. 아울러 한국전쟁과 이후 이어진 냉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우리의 ‘맹방’·‘혈맹’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 하기도했다. 그러나 최근 ‘한미행정협정(한미주둔군지위
협정; SOFA)’ 개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등의 사안은 해방의 은인이자 절대적 맹방으로 인식되었던 미국
의 존재 이유를 재 가늠케 하는 현실이었다.
본 강의에서는 형성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의 변화과정, 미국의 대한 정책, 이에 대한 한국
의 대응 등을 문헌자료와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GC2072 한국전통문화의세계 The World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속을 ‘대한민국’이라는 ‘공간’무대에서 살아간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 있
어서 역사란 무엇이며, ‘우리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통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
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강의는 전통문화의 개념과 특징, 범주를 살펴보며, 현대 한국문화의 토대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의 문화가 미래에 전통문화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 
즉 미래문화유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문화양상을 역사의 흐름과 함께 제시
하고, 차후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역시 본 강의내용에 포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의 한국을 이해함과 동시에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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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2073 현대사회와전통문화 Revisited Traditional Culture

본 교과목은 전통문화에 대한 기존의 본질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탈피하고,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공존하는 현
대 한국사회에서 전통문화와 그 이미지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과 의미를 학제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전
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역사적 배경을 근·현대의 국민국가 성립과 전개 과정에서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전통문화가 어떠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창출되어 유용(有用/流用)되는지, 아울러 그 
배후에 어떠한 정치권력성과 포지션이 작동하고 있는지, 현대사회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수강생들은 선택적 전통론이나 전통 발명론으로 대표되는 문화 구성주의 방법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별 강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전통이 근대 이전의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임을 이해한다.

EGC2074 언어와 세계 Language and the World

이 과목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그 유형별로 공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어-목적어-동사와 같이 
기본적인 어순의 차이점 및 그 차이점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또한 주격-소유격
-목적격 등과 같이 격들의 보편성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언어의 관계사절들
의 공통점과, 관계사절에서 수식을 받는 선행사의 위치에 따른 차이점 및 선행사가 없는 관계사절의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사역동사가 사용되는 사동문은 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동문 내에서 
사동자와 피동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언어마다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몇 가지 유형
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과목에서는 전 세계 언어들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 
공통으로 내재하는 보편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EGC2075 만해의 생애와 사상 Manhae’s life and idea

만해한용운의생애,불교사상등그가갖고있는인문학적인성격및내용의역사적인맥락을교육시키는것을
주안점으로한다.
만해한용운은동국대1회졸업생이기에그에대한교육을통해동국대정체성의구현문제를자각토록유도한다.
만해가구현한민족불교론,대중불교론을통하여한국불교및조계종의정체성을이해할수있게한다.

EGC2076 선과마음치유 Seon and Mind healing

선(禪)은 내면의 고요와 평정을 가리키는 말로, 초기불교 이래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통찰적 지혜를 얻는 핵
심적 수행도로서 기능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이란 수행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형성된 심리상태, 즉 고요
함, 충족감, 기쁨, 환희, 해방감, 집중의식 등의 이상적인 심리를 상징한다. 치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선은 그것을 체득하는 과정(수행도)에 있어서 분노, 억압, 불안장해와 같은 제반 심리상태를 알아채고 개선시
키는, 이른바 진단과 치유라는 구체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 같은 선의 진단 치유적 기능을 
마음치유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수강자 개개인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정체를 알아채고 이상적인 심리상태(선)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EGC2077 선과인간 Seon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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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C2078 선과대중예술 Seon and Modern art

중국 唐代에 발생한 선은 동아시아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회화·시·건축 등 예술의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다. 본 강좌에서는 영화·애니매이션·시·회화·명상음악·건축·사진 등에 나타난 선작품 들을 감상하
고, 그 속에 구현된 선사상을 이해한다. 나아가 선시창작과 선사진찍기 등의 선작품을 창작해 본다.

EGC2079 좌선법의이해와연습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Buddhist Meditation

역사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명상법인 좌선수행법의 이론과 방법의 이해를 통해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
고, 삶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관조적 자세를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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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3002 매스컴과 사회 Mass Communication

매스미디어는 진화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매체의 영향력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강의에
서는 거대한 매체환경 속에서, 비판적으로 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각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 구조적 문제, 경영적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EGC3024 하위문화와사회적상상 Subculture and Social Imagination

본 강좌에서는 한국의 하위문화에 나타난 사회적 상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강좌에서는 주체성, 미디어, 문화실천의 관점에 21세기 한국사회의 하위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하위문화의 
생산자로서 하위 주체의 문화적 실천 행위에 기초한 사회적 상상에 대해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전지구화 현상 
속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체의 탄생,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 트랜스내셔널한 문화횡단적 실천 행위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 방식에 대해 모색한다.

EGC3025 인권과사회 Human Rights and Society

현대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은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인권은 일반적으
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면 가장 ‘인간다운’ 것이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보장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책임의식과 
민주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존중을 위한 전제이다. 인권보장의 정신은 정치·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며,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의 발전에 초석으로 기능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여도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품격 있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정은, 
1)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각종 인권조약 등 인권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2) 개별적 인권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인권의식을 함양하며,
3)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4) 수강생에게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의 인권지식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관한 의식을 
일깨우는 것에 집중한다. 

EGC3026 현대사회와법 Modern Society and Law

현대사회의 모든생활영역에서는법학적사고와무관한영역을찾기란쉽지않다.이는법학도들만에해당되는
것은아니며학문의영역뿐만이아니라일상생활에있어서도없어서는안될만큼우리생활의일부가되고있다.
본강좌에서는법이란무엇인가를이해할수있도록법적사고의배양과기초적인법적지식의습득을위해법의
기초적이론을시작으로헌법,형법,민법등법의전반적분야를살피고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법이 일
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EGC3027 법학의이해 Introduction to Law

법학개론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기본법률들의 중요한 내용을 수강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
개하는 강좌이다. 그러므로 법학개론 강좌에서는 우선 법 그 자체의 의미와 그 법을 운영하는 국가와 국민이 
강의되고 여기에 더하여 헌법, 민법, 형법이 가진 중요한 내용들이 강의된다. 나아가서 국가에 의하여 기본적
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방법으로 사법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가 소개된다. 

EGC3028 인터넷정책과법 Internet Policy and Law

정보사회의 중요 매체는 인터넷이다. 초기와는 달리 성숙화된 정보사회는 인터넷 활용으로 인한 긍정 및 부정
이 치열하게 교차하고 있다. 사이버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행위, 명예훼손행위,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등 외



50 2015 Course Catalog

에도 인터넷 망중립성이나 인터넷 실명제,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제, public domain,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재자로 법과 자율규제가 활용되곤 한다. 완전한 승자가 없는 
타협적인 해결책이 대부분 사회 내에서 수용되어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결자로 기능하고 있는 그 정책과 
법의 유효성을 동시에 알아보고자 한다. 간간히 외국 관련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망중립성이나 인터
넷 실명제에 대한 소재는 수강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GC3029 법여성학 Feminist Jurisprudence

1990년 이후, 독일이 통일되고 舊 소련이 붕괴하면서 법학계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소외받고 차별받아 
온 집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다. 특히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양성평등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21세기 국제화시대에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은 여성만의 권익증진이 아니라 그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진보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여성학은 인간의 존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정의와 평화가 
숨 쉬는 협동과 공존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그 삶을 강요해 온 남성중심 
법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과 법의 불협화음을 진단하고 연구하며, 21세기 
세계평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론으로서의 법여성학을 비교법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이다.

EGC3030 시사이슈와토론 Issues and Debate on Current Affairs

현대사회에서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토론은 개인,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고,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정기제로서 널리 활용된다. 시사이슈와 토론은 ‘최신의 정
치·경제·사회·문화 이슈’을 중심으로 수강생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논쟁하면서 나와 다
른 생각을 가진 이를 인정하고 조정하는 법을 학습하는 교과이다.

EGC3031 북한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Society

북한사회가 한국사회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통일과정
에서 공존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강의는 수강생들이 북한사회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기존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EGC3032 사회복지의이해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와 사회정책에 관한 일반이론과 복지제도 및 사회복지실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적 복지국가의 성격을 비교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주요 사회정책의 발달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주요 사회보장 제도를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실천 현장을 
둘러봄으로서, 한국사회의 향후 사회적 문제 해결과 관련한 시민적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EGC3033 현대사회와범죄 Modern Society and Crime

본 수업은 범죄원인 및 범죄대책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고찰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의 범죄원인
을 학습하는 것은 장차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형사정책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소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두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 가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필수적인 기본 소양이라고 
하겠다. 사회구조론, 사회과정론, 생물학적이론, 생애과정론 등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개
별 범죄의 발생 실태 및 대책을 고민한다. 절도사범이나 일반 폭력범죄 외에 테러리즘, 화이트칼라범죄, 조직
범죄, 가정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별 범죄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EGC3034 바이오의료정책 Public Health policy

기초연구와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특성을 지닌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설계 및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에 관한 통계적 방법론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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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3035 바이오의료산업경영 Introduction to Health Industry Management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구성요소인 바이오제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보험
자 및 정부, 그리고 수요자 등의 특성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의료수요와 공급, 재정체계와 규제 등 보건의
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임.

EGC3036 대학생을위한예비부모교육 Preparental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급증하게 만들었다. 정보화 시대는 부모역할의 어
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누적되는 정보 속에서 부모됨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의 ‘선택’
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주요 목적은 부모교육이론에 대한 이해와 부모됨 기술습득을 통해 부모역
량을 강화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 이전의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되돌아 본 후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확인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양방향적이다. 부모의 발달과 자녀의 발달은 상호간 변화가 순환되는 
상호조화를 통해 함께 성숙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역할은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아인식 및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내용은 나에 대한 이해, 인간의 성장과 발달 이해, 다양한 양육방식, 변화
하는 가족과 부모역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긍정적인 관계 맺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전개는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하여 자기 점검 및 반복적 피드백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강좌의 강점은 부모자녀관계에 한정
된 정보가 아니며, 사회적 대인관계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정보제공보다는 내적 성장을 위한 훈련 개념의 실천적 강좌이다. 

EGC4010 생명가치와바이오산업 Value of Life & Bioindustry

생명의 기원 및 생명현상 원리에 대한 과학지식을 기반으로 생명 존엄성의 가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인간 
문명 발달과 연계된 생물체의 일차적 이용에서부터 첨단 바이오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확장성과 
이에 따라 대두되는 생명윤리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함

EGC4011 메디컬테크놀러지의과거,
현재,그리고미래

The history and future of medical technology

이 강의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메디컬테크놀러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학습
하고자함.

EGC4012 생활속의의과학 Medical science for daily life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질병들과 함께 해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분자생물학을 비롯한 생명공학
의 발전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인간은 결코 치료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유전병과 불치병들
을 극복해왔다. 본 강의는 의학, 생명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질병들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고, 생
활속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의학, 생명과학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GC4013 문명으로본기술과학사의
이해

Understanding History of Technology and 
Science in Civilization

현대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과 과학이 어떻게 태동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보완하며, 또는 융합하
며 발전해 왔는지를 문명의 발전과정을 따라서 살펴본다. 문과 및 예술계학생들이 기술과 과학에 대해 친근감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반면에 이공계학생들에게는 각 전공의 근원과 발달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협동해서 일을 하거나, 융합 또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있을 것이다. 각 시기의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해보며, 이들이 어떻게 극복되고 개선
되었는지 생각해본다. 또한, 채택되지 않았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현재에는 쓸모가 없는지를 검토해본다. 그
리고 앞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가게 될 기술과 과학의 추이를 나름대로 예측해 본다. 이 강의를 개설하려는 
배경은 하단의 7. 기타사항에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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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4014 식생활과건강 Diet and health

균형 잡힌 식생활은 생명 유지와 성장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병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교과는 각종 영양소의 기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익히고, 영양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식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GC4015 문화로서의과학과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as Culture

예술 창작 활동의 수단이자 예술 활동의 주제 혹은 소재로서도 다루어지는 현대 과학과 기술을 살펴보며 사회
에서 과학과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어려운 수학이나 난해한 물리 이론이 아니라 대중
이 참여하는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매개체로서 과학과 기술을 만나면서 수강생들이 현대 과학과 기술
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수강생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EGC4016 인류와녹색문명 Human and the Green Civilization

식물은 지구상 모든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현재에는 식량뿐만 아니
라, 바이오에너지와 천연물 신약개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수 백만
년 전 지구상에 존재하던 많은 동물 중 하나였던 원시인류는, 숲을 버리고 대지로 나왔으며, 현재 생물학적으
로 지구생태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생물군이 되었다. 또한 타 동물과는 구별되는 이성적 존재
로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인류역사는 식량의 효율적 확보가 가능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첫째, 다양한 지구 환경에서 살아온 인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을 극복하며 식물
을 생산하여 삶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는 식물이 어떤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공부한
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식물은 학생들에게 많은 흥미를 줄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식
물의 소개와 세계 각 국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을 어떻게 보존 발전시켜 가는지 
공부한다. 셋째, 나날이 발전하며 도시화 산업화 되고 있는 우리 문명사회에서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식물의 생존원리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류는 버티컬 팜, 
식물공장, 수경재배 등 인공환경을 조성하여 식물의 생육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인류 또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강좌를 통해 환경, 식물,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을 되돌아 볼수 있는 교양을 함양코자 한다.

EGC6007 한국미술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Art

한국미술을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사적으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미술의 경향 및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선조들의 예술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EGC6075 인간행동의이해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본 강좌는 인간 행동 및 정신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 개론을 다룬다. 일상생활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게 
관찰할 수 있었던 행동 및 정신과정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EGC7004 수영 Swimming

물에서 즐기는 평생스포츠의 한종목인 수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는 스포츠로 반드시 이수하면 좋은 
교과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업을 통하여 올바른 물놀이 방법을 배우고 운동습관을 길러 체력관리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GC7006 골프 Golf

1. 골프는 평생체육활동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여가활용의 수단으로서 보급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이론 및 실기 지도를 통하여 골프 스윙의 기본기를 익히고, 골프 경기에 대해 알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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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7009 댄스스포츠 Dance sports

댄스스포츠의 올바른 이론적 지식을 통해 글로벌한 인제로서의 교양을 갖추며 파트너를 배려하는 예절을 익힌
다. 그리고 실기교육을 통하여 체력 및 체형 관리 능력을 기르고 건전하며 올바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EGC7012 배드민턴 Badminton

배드민턴은 레크리에이션 운동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운동량으로서도 일반
인이 즐기기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육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좋은 
효과를 준다. 그러므로 배드민턴에 대한 이론과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체력을 보강시켜 건강증진과 생활스
포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GC7013 탁구 Table tennis

탁구의 이론 및 실기 전반을 개관하고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인 여가형태에서 벗어나 자기 개발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중 탁구가 가지고 있는 특
성을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EGC7014 농구 Basketball

건강한 삶의 추구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 농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론적, 실천적으 로 탐구한다.

EGC7015 호신술 Self-Defense Martial Art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나 물리적인 위해요소 등 유사시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과 위기관리 능력
을 배양한다. 

EGC7017 태권도 Taekwondo

1. 세계화된 태권도를 이해한다.
2. 변해가는 태권도의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3.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요인들을 이해한다.
4. 앞으로 태권도의 변화에 있어 이해한다.

EGC7021 검도 Kendo

검도수련은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신력과 체력 향상을 위해 살아가는데 있어 올 바른정신 바른
자세를 육성하고, 검도의 기초 기술과 기초적 지식을 통해 좋은 자세를 육성하는 습관을 키우며, 체계적이고 
·사고의 지식을 배양하며, 스스로가 과제를 탐구하여 검도수련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한 건전한 인
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GC7037 영화로보는의학생명과학
이야기

Stories on the Medicine and the Life Science 
in Films

의학과 생명과학이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추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바, 의학 생명
과학 관련 전공지식 이외에도 초학제적인 관점에서 의학생명산업시장의 사회, 정치, 경제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지식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친숙
한 영상매체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의학 생명과학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통섭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사회
의 지성인으로서 의학 생명과학의 발전이 이끄는 미래의 혁명적인 변화들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면서도 조화
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 넘어 다양한 가치와 지식을 
포괄하는 학문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새로운 관점의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비판적, 창
의적, 성찰적 지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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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7039 숲과문화 Forest and Culture

본 강좌에서는 숲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여, 일반인이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숲의 환경적 기능, 문화적 기능 등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용도와 혜택에 대해 설명한다. 
본 강의를 통하여 인간과 숲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의 산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러분 전공분야와 연계시켜 미래의 창조경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EGC7044 컴퓨터활용과실습 Computer Application and Practice

엑셀 2013 및 파워포인트 2013의 기능을 익히고, 여러 형태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 

EGC7051 간화선집중수행 Intensive Practice of Ganhwaseon(Ganhwazen)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방법인 간화선(看話禪) 집중수행을 통해 본래 나의 마음이 진여임을 깨달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마음을 가진 생활인으로의 형성에 기여한다.

EGC7055 운동과인간생활 Athletics and human life

삶의 질이 향상 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건강에 관한 지식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익혀서 자신 삶을 더욱 건강한 삶으로 바꾸어나가고, 나아가 주변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지식을 전파시
켜 모두가 건강해 질 수 있게 하고자 한다.

EGC7056 Leisure와 Wellness Leisure and Wellness

1.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2.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계획을 세운다. 

EGC7058 현대예술론 Theory of Modern Arts

예술에대한이론이본격적으로출현하게된근대를출발점으로하여동시대에이르기까지다양한예술활동들
을이론중심으로살펴보는것이본강의의목적이다.강의시간이제한되어있으므로본강의에서는시각예술을
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EGC7063 치유로서의미술 Art as Therapy

* 본 강좌는 미술이 미적 활동 및 감상에만 국한 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힘과 치료적 기능
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 본 강좌는 실질적인 사례 및 실습을 통해 미술이 갖는 치료적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여 학습자에게 
자아 성찰 및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 또한 본 강좌를 통해 미술의 사회적 기여와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도모한다. 

EGC7065 기초작곡이론과실습 Basic Composition Theory and Practice

음악의 기초가 되는 조, 음계, 리듬, 박자, 화음 등을 공부하고, 음악의 기본 요소인 리듬, 선율, 화성 등을 
익힘으로 폭넓은 음악의 이해와 이론적 바탕을 확립한다.
또한 악보 읽기 등을 연습 후 간단한 노래 또는 기악곡 작곡의 실습들을 통해 작곡의 기본 지식을 익힘으로 
음악을 통한 자기 개발 및 성취와 창의력 개발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GC7066 내인생의클래식 Classic music with my life

음악이 주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바로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음악
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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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로 음악가들의 작품을 그들의 생애와 작품관, 시대적배경들을 고려하며 감상하고 특히 음악의 구조적인 
짜임새를 알도록해서 어렵게 느껴지던 클래식음악과의 친숙함을 도모한다.

EGC7067 음악즐기기 Joy of Music

이 강좌는 예술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공동 실습을 통해 음악의 본질적 이해와 감성으로 힐링 하며 
서로 나누고 상생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즐거운 음악 활동을 하고자 한다.

EGC7071 부조리문학 Absurd Literature

강의는 미리 논의할 토픽을 1주전에 이클라스를 통해 공고하고 수업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소개와 해설을 한 
후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작품의 이해를 깊이 한다. 토론 주제는 작품의 핵심 주제와 기법은 물론 작품 해설에 
나타난 논점 까지 포함한다.

EGC7072 영화로만나는패션 Fashion and Movie

1. 영화 속 복식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본다.
2. 대중문화로서의 영화와 패션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3. 영화 속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캐릭터에 따른 복식의 특징, 색채 이미지, 심리표현, 성 이미지)을 분석한다.
4. 시대 영화를 통해 복식의 시대적 특징을 이해한다.
5.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 속 복식을 통해 세계 민속복식을 이해한다.

EGC7073 동양미술의감상 The appreciation of Oriental art

이 과목은 동양의 미술이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자리매김했는지를 개관해보는 수업이다. 특히, 각 지역의 
시대적 특징이 미술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미술의 시원(始原)을 이루는 선사시대부터 각 시대별 미술장르의 특색을 파악해 종합적인 동양미술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서구적 사유방식으로 점철된 오늘의 인식 속에서 아시아에 사는 우리의 
전통미감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21세기 시각예술의 흐름에 ‘깊이 있는 사유’를 더하는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한다.

EGC7074 드라마와대중문화 Modern Drama and Pop Culture

드라마는 시·소설과 더불어 문학의 3대 장르 가운데 하나이자, 연극·영화·TV 드라마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소이다. 드라마는 이처럼 문학과 연극·영화·TV드라마라는 다종(多種)의 영역을 넘나드는 통예술
(trans-art)적 성격을 지닌 매우 비중 있는 장르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장(場)에서 드라마는 상대적으
로 변방의 장르로 치부되어 왔다. 이는 ‘리터러처(literature)’와 ‘드라마(drama)’라는 서양적 예술 개념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예술사의 특수한 사정에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드라마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하나
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 궤를 같이 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가장 역동적인 예술 가운데 하나이다. 
본 강좌는 드라마의 이와 같은 역동성에 주목하여 오랫동안 한국예술사에 잠복해온 드라마에 대한 오해와 편
견을 검토하고 문학(희곡)·연극·영화·TV 드라마를 아우르는 대문자 드라마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EGC7075 캐릭터제작의이해 Understanding of character creation 

캐릭터는 광의적으로 영화, 만화, 소설, 상품, 인터넷등 각종매체에 등장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가공의 인물을 말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한다.
본 강의의 목적은 캐릭터 제작의 원리와 이론을 분석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캐릭터 제작의 발상과 표현기법
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강의는 캐릭터의 발상과 표현에 
도움이 되는 논리들을 토대로 하여 시각적, 언어적, 입체적 표현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수업을 수강 하는 학생들이 캐릭터 제작의 발상과 표현이라는 연구문제를 사례를 통해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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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7076 Health and Wellness Health and Wellness

Health and Wellness는 건강 관련 지식, 건강에 태도, 그리고 건강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본 
강좌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이슈와 정보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건강이란 
물리적, 사회적, 감정적, 지적, 영적,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수업에서 다룰 토픽들은 대체로 영양, 
신체 건강,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 반대, 스트레스, 체중 관리 등에 대한 것이며, 그 외의 토픽 역시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재의 저자인 McGraw-Hill은 각종 교육 자원을 고안해낸 유망한 학자이다. 본 교재는 각자의 분
야에서 유망한 전문가들에 대해 다룬다. 또한 전 세계 독자들이 자신의 삶과 경력, 흥미 등을 개발할 수 있도
록 돕는다.

EGC8009 한국어독해와작문1 Korean Reading and Writing 1 

대학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수적인 독해 능력과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해와 작문
을 나누어 수업을 구성하였다.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해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또 학술적 글쓰기를 위하여 작문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해 글을 구성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익힌다.

EGC8010 한국어독해와작문2 Advanced Reading and Writing in Korean 2

대학 교양 수준의 일반적 학문 영역에서 선정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력 연습을 제공하며, 대학에서 실제로 
제시되는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단계적 연습을 진행한다. 대학의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수적인 고급 수준
의 한국어 독해 능력과 실제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EGC8011 한국의사회와문화 Society and culture in Korea

본 강좌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를 도모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EGC8012 한국의대중문화 Korean Popular Culture

본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 현상과 관련 키워드, 그리고 논쟁들을 소개하여 한국
(어)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대중문화는 한 사회의 특성과 관습뿐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심리를 반영하며, 외부에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도 하다. 본 과
목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된 TV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TV쇼 등을 한국어로 비평하고 토론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에 비추어진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사회 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계기 또한 마련한다.

DEV0006 21세기Leadership(경제사회) 21st Century Leadership

정부 고위관료 및 대기업 CEO 등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본인
들이 걸어온 길, 다양한 경험, 앞으로의 꿈 등을 소개한다. 또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덕목, 사회 환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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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0009 사회봉사1 Social Service 1

봉사활동은 사회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다양한 경
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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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교양교과목

DEV0010 사회봉사2 Social Service 2

사회봉사1과 내용은 같으며, 사회봉사1을 취득한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다.

DEV0020 기업가정신과청년기업가 DevelopmentCooperation
Entrepreneurship & Young Entrepreneurs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기초 이해와 함께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취업대신 창업을 선택한 실
제 청년기업가들에 대한 사례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있어 ‘취업과 진학’이외에 ‘창업’도 
하나의 경력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고자 한다. 

DEV0021 PrideDongguk지성콘서트 Pride Dongguk, Concert of Intelligence

현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업 및 인생 목표를 설계하려는 수강생들은 폭넒은 지성을 필요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감성을 지닌 지성인의 양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조응
하는 스마트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교 출신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DEV1001 커뮤니케이션의실제 Actual Communication

이 강좌는 산업사회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기표현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미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의사소통역량을 증진하고자 한다.

DEV1003 취업실전전략 Strategy for Basic Job Performance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채용 정보, 취업전략 수립)에 대해 이해하고 구직스킬(입사서류,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습득하여 졸업 후 희망하는 직장에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DEV1004 글로벌비즈니스개론 Practice of Business Information

이 강좌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추세를 포함하여 글로벌 기업의 체계와 경영에 대한 이해, 다문화
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DEV1005 비즈니스정보실무론 Practice of Business Information

기업의 경영환경과 예산, 인적·물적 자원 등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
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능력을 증진하고자 함. 

DEV1007 직무역량과멘토링실무론 Job Competence and Mentoring

이 강좌는 직무( 총무·인사/재무·회계/영업·마켓팅/유통·생산관리/연구개발)의 이해, 직무별 직무명세사
항, 취업을 위한 역량개발, 미래 산업의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직무에 이해에서는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별 기술, 지식, 태도인 직무명
세사항에 대해서 이해한다. 
둘째, 취업역량개발에서는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취업역량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실습을 통해 산업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과 미래 산업사회의 거시적 안목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습
한다. 

DEV1008 창의적문제해결과기획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planning

이 강좌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현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활용
하여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역량을 증진하고자 한다.



58 2015 Course Catalog

DEV1009 현대사회직업의식과윤리 Professionalism and Ethics of Modernsociety

이 강의는 세 가지 고민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첫째, 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직업의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당위에 대해 고민해본다.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봄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보고, 더 나아가 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셋째, 직장생활에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한다

DEV1010 비전설정과커리어 Vision setting and career

현대사회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관리를 하기위한 기초 학습을 제공한다. 
더불어 조기 비전 설정과 경력개발을 위하여 실제적인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하고자 한다.

DEV1013 여성비전과직업 Women’s Vision and vocation

여성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쌓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돕
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성의식과 직업의식을 토대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조직문화의 이해, 여성과 관련
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남성과는 다른 자기관리와 경력개발의 이슈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신
감과 마인드를 갖게 함. 

DEV1015 스타트업캡스톤디자인 Startup Capstone-Design

창업 전반의 과정을 실무적으로 학습 및 경험하는 강좌이다. 기본적으로 공과대학등에서 ‘캡스톤디자인’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를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학습을 수행하는데 본 강좌의 목적이 있다. 
또한, ‘창업경진대회’, ‘경영사례공모전’ 등 다양한 국내외의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
에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론을 제공해 주고자 개설된 강좌이다. 

DEV1030 기업가정신과창업 Entrepreneurship & Startups

저학년 및 경영학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미래 경력대안의 탐색과 설계 관점에서 ‘취업’ 및 ‘진학’외에 
‘창업’도 주요한 경력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기본 목적과 방향을 둔다. 따라서, 본 강좌
를 통해 수강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저 성장과 높은 실업률 등 제반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전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창업세계에 대한 
직·간접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 향후 본인의 진로를 직장을 찾아 취업하는 구직자(job seekers)가 아닌 스스로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창직자(job creators)와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 하게 된다.

DEV1031 산악인박영석의탐험과도전 The Expedition&Challenge Of the Mountain 
Climbers ParkYoungSeok

본 강좌는 박영석대장의 산악탐험에서의 도전과 용기를 배우기 위하여 국내의 산악탐험에 관여하고 있는 저명
인사들을 초빙하여 강의을 듣는 초청강좌이다. 강의 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단계에서는 박영석대장의 업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산악탐험의 정의, 역사 및 그 동안 인류가 이룩한 업적
들과 특히 한국인이 이룩한 업적들을 소개하고 공부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박영석대장이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전 과정을 지켜 본 산악탐험 
및 사회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통하여 박영석대장의 탐험정신과 업적의 의의를 재조명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
생이 갖아야 할 도전과 용기에 대한 많은 토론도 기대한다. 

DEV1032 대학생의자기주도적학습전략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ies for 
University Students

이 강좌는 대학생활이해 및 목표세우기, 학습 진단, 학습전략, 발표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학생활이해 
및 목표 세우기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다른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의 특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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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노하우를 배운다. 둘째, 학습 진단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학습 성격유형과 학습전략수준을 알아본다. 셋째, 학습 전략에서는 인지전
략, 노트 필기, 교재 읽기, 시험 관리, 레프트 작성법, 기억력 증진법 등 효율적인 학습법을 익힌다. 마지막으
로 표기법에서는 실습을 통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PT 기법 및 발표 기법을 습득한다.

DEV1034 나는내인생의주인공 Hero of My Life

나는 누구인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을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면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더 큰 자아를 찾는 과정

DEV1035 불교음악론Ⅰ,예불 Buddhist Ceremony TheoryⅠ, Ritual

모든 종교는 의식과 의례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거나 포교의 방편으로서 신도를 교화하고 있는데 활용한다. 
특히 한국불교는 1700년의 역사 속에 의식과 의례가 다양하게 발전하며 전승하고 있지만 현재에 이르러는 목
적에 부합하지 않은 의식이 난무하고 있어 설행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에서는 불교의 
예경의식인 예불의 목적을 살피는 한편 음악적 이해를 통해 보다 견고한 설행 방법을 제시하고 현 시대에 맞는 
한글의식 보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실천 방안을 논하도록 한다.

DEV1036 불교음악론Ⅱ,불공시식 Buddhist Ceremony Theory Ⅱ, Ritual

한국불교의 가장 보편적인 의식은 단연 불공과 시식이다. 하지만 불공과 시식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여법
한 설행 방법을 배우고 익히기엔 한계가 있다. 본 교과에서는 불공의식에 관한 이해는 물론 음악적인 설행 
방법을 익혀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DEV1037 불교음악론Ⅲ,법고 Buddhist Ceremony TheoryⅢ, Drumming 
Buddhist Big Ceremony

한국불교 의식·의례는 소리와 무용이 결합된 무형 문화의 결정체이다. 특히, 어산의 소리를 더욱 장엄하도록 
북돋우는 반주음악은 의식·의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본 교과에서는 법고의 연주방법을 통해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목탁·요령·태징·소북·대북(법고) 등, 법당 내 소사물의 전체적인 음악적 특징을 
살피고 더 나아가 여법한 의식의 설행을 위한 연주법을 소개한다. 

DEV1038 불교음악론Ⅳ,법고무 Buddhist Ceremony TheoryⅣ, Drumming 
Buddhist Big Choreography 

현재에 이르러 한국불교 의식·의례가 대중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의식의 결정체로 평가받는 바라무와 
나비무 그리고 법고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바라무와 나비무는 작법승에게 보편적인 의식무용으로 
정착된 반면, 법고무는 설행하는 스님도 드물 뿐 아니라 연주법 또한 전통의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본 교과
에서는 한국불교 전통 의식에서 전승하는 장단 연주법을 이해하여 의식에 참석하는 모든 대중이 찬탄 공양 
올리는 여법한 법고무용을 익히고 시연하는데 목적을 둔다. 

DEV1040 참나를찾아떠나는여행 Finding your True Self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성과시대요, 피로사회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존을 절대화한
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관심은 좋은 삶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은 자본과 경쟁력이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삶의 능력을 낳을 것이라는 환상을 자양분으로 발전한다. 이때 삶과 죽음의 엄격한 분리는 삶 자체마저도 섬뜩
한 경직성을 띠게한다.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은 생존의 히스테리에 밀려 난다. 따라서 현대인은 생존과 성공신
화를 위해 자유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를 함으로써 우울증과 피로감에 젖어산다. 이때문에 사회적으로 심
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신경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동국대의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통찰하고 세상과 자신을 보
기위한 <참 나를 찾아 가는 여행>을 위한 교육과 마음의 치유를 필요로 한다. <참나를 찾아가 는여행>은 견성
(見性)에 이르는 과정을 열 단계로 간명하게 표현한 십우도(十牛圖, 동자승이 소를 찾아 나서는 것에 비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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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행의 열단계를 그림으로 묘사)의 과정에서 자기 실현의 길을 찾고자 한다. 신화적, 상징적, 불교적 이미지
에서 소를 찾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찾는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십우도에 의한 강의 계획에 따라 수강을 하다보면, 사색적인 삶의부활을 위해 실천적 생활로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자연의 향기를 어느 순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자기성찰을 통한 마음경영, 활동
적인 삶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참 나를 찾기 위한 여행에는 지성의 
양식과 함께 자신을 치유할 멘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을 살며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창조적 자기진화를 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과 안목, 배려와 나눔, 
긍정의 힘들을 배우면서 <참 나를 찾아가는여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학기 본강좌의 대주제는 사색적인 삶의 부활을위한 ‘세상과 나를 통찰하고 참 나를 찾아가는 감성여행을 
하라!이다.

DEV1041 붓다의리더십1 Buddha’s Leadership1

나는 누구인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을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DEV1042 기술창조와특허 Technology creation and patent

-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학부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례와 특강을 통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선행기술조사 실습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해 보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직접 특허청에 전자출원을 
진행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지식재산을 확보한다.

- 온라인강의를 수료한 수강생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취득하게 됨

DEV1043 붓다의리더십2 Buddha’s Leadership2

나는 누구인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을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DEV1044 현대인의삶과마음공부 Modern Life and Spiritual Practice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바탕으로서 불성이 있으며, 이 불성의 마음에 기초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다스려나가
는 것이 현대사회 속에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임을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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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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C2006

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학개론
행정학개론
국제통상원론

커뮤니케이션-읽기와쓰기

3
3
3
3
3
3

3
3
3
3
3
3

사회과학대학

 교과목해설

DUF2001~6 IntroductiontoHumanities/SocialSciences/Engineering/NaturalSciences/LegalStudi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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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식, 
정치과정, 정치사상, 정치제도, 정치발전, 국제정치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 및 방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offers students a theoretical basis to help them understand. Topics include political 
culture, political socialization, how elections work, government institute, interest group, political 
parties, parliament, policy-making, political process, politic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etc.

대학전공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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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2002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경제학개론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기초적 이론과 적용을 공부한다. 미시경제이론에서는 개인과 기업
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그들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의 조건과 한계에 대해 이해한다. 거시경제이론에서는 국민
경제에 중요한 경제변수들 및 그들간의 관계를 다루되, 경제활동에서의 정부정책의 역할을 같이 살펴본다.

Principles of Economics" studies basic economic theories and applications in microeconomics and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is to understand rational decisions of individuals and firms, and 
the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markets which are operated by individuals and firms. 
Macroeconomics covers economic variables important for national economy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as well as the role of government policies in economies.

SSC2003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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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 grounding in sociological forms of understanding which should help 
to equip students for entry into further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in particular and other general 
areas. Lectures would focus on basic and  usefeul concepts and skills about the social world of which 
students are a part and the ways in which it is analyzed and investigated. Sociology covers wide 
ranging topics and areas where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develop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SSC2004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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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former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we will take controversial themes, concentrate on 
their research, analyze and discuss which in forth will help in organizing all the previous studies. 
The fu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nd the present stat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re the major subjects of this course.

SSC2005 국제통상원론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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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se is mainly about international economics, international business and global business 
practices, designed to provide the student with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and management using many real-world case studies.

SSC2006 커뮤니케이션-읽기와쓰기 Communication Theory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경험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전통
에서 개발된 이론들의 생성 배경과 이론적 틀, 주요 개념들을 논의하고, 이들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introduction t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The conten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historical backgrounds, theoretical frameworks, and major concepts of communication theories, 
especially as they developed from the view of positivism, and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ies to 
various communication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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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불교학부의 교육목표는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이

론·교학과 실천·응용이란 두 가지 트랙에서 다양

한 전공 교과목들을 제공하여 지행합일의 진취적인 

인격을 연마하도록 한다. 불교학부는 범어, 한문, 빨

리어, 티벳어와 같은 필수 고전 언어들과 불교학 선학 

인도철학의 주요 연구 분야들을 폭넓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학문분야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함과 아울러 현대사회와 교계가 필

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분야의 다양한 강좌

들을 제공하여 불교적 인격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추구한다. 

 학부소개

불교학은 붓다의 교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

구하여 불교적 인격과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학문

으로서, 인간심성의 본질과 삶의 문제, 참다운 인간

상과 이상사회의 실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

라서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교리체계의 발

전단계 및 한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불교의 역

사적 전개를 이해하고 불교사상이 현재와 미래사회

에 어떻게 응용될 것인가를 학습하는 데에 불교학부

의 교육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 속에 본 학부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교

적 인격을 함양하고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과 

지식을 기르고 종교, 교육, 정치,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을 ‘기초과목’과 ‘전문

과목’으로, 특히 진출분야에 따라 ‘전공기초과목’, ‘전

공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으로 분류해서 교육

하고 있다.

불교학부에서는 그간 세계 인류에 널리 보급되어 찬

란히 발전해 온 불교의 역사·문화와 심오한 사상체

계를 연구하여 이상세계를 제시하여 창조적인 생활

을 선도하기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해 왔다. 이들

은 현재 각 불교단체의 종무행정, 각 군의 군종장교, 

사회사업,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전법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불교방송과 불교

텔레비전의 개국은 불교학부를 전공한 인재들의 사

회 진출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더욱 넓어진 대학원 진학의 문은 심도 있는 학문

적 연마를 원하는 인재들에게 또 다른 사회진출의 길

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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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류학 등 각종 인접학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학문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와 종교계가 요구하는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불교적 지도

자로서 갖추어야 할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학문적인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불교학부에서는 이

러한 이론·교학과 실천·응용이 각각 별개의 독립

불교학부
Buddhis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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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야로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의

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연구되어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학과 응용을 겸비하는 종합적인 학문

을 지향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한국에서 유일한 불교학은 그간 세계 인류에 널리 보

급되어 찬란히 발전해 온 불교의 역사문화와 심오한 

사상체계를 연구하여 이상세계를 제시하며 창조적인 

생활 선도에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재 각 불교단체의 종무행정, 불교종립학교

의 교법사 및 종교교사, 각 군의 군종장교 및 군법사, 

사회사업, NGO 활동가, 학계(불교학자, 선학자, 인

도학자), 교계 언론 및 미디어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전법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명상 및 요가

지도자, 선심리상담사, 교계 기업체 임직원 등 다양

한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불교방송과 불교

텔레비전의 개국은 불교학을 전공한 인재들의 사회

진출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최근 더욱 넓어진 대학원 진학의 문은 심도있는 학문

적 연마를 원하는 인재들에게 또 다른 사회진출의 길

을 열어주고 있다. 

 교수소개

한태식(보광)
전 공 분 야 선학(대승불교학)
세부연구분야 선정쌍수론(염불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붓교대학교 불교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정토학 여래장의 이해

대 표 저 서
신라정토사상연구(大阪東方出版社(일본), 1991)
신앙결사연구(도서출판 여래장, 2000)
일본선의 역사(도서출판 여래장, 2001)

대 표 논 문
｢백용성스님과 연변 대각교당에 관한 연구」(대각사상 연구원 제16집)
｢관세음보살사상에 관한 연구」(한국정토학회 제17집)
｢조선 기암 법견선사의 염불선에 대하여」(일본인도학불교학회 제62권2호)

전호련(해주)
전 공 분 야 불교교학
세부연구분야 화엄학, 한국불교사상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불교한문 화엄학

대 표 저 서
의상화엄사상사연구(민족사, 1993)
화엄의 세계(민족사, 1998)
불교교리강좌(불광출판사, 1993)

대 표 논 문
｢화엄경의 선재동자 순례｣(한국불교학 통권 제57호)
｢화엄육상설 연구｣(불교학보 제33호)
｢일승법계도의 저자에 대한 재고｣ (한국불교학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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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승 석
전 공 분 야 상키야ㆍ요가철학 / 아비달마불교
세부연구분야 샹키야 요가 및 유식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범어입문 고전요가

대 표 저 서
인도의 이원론과 불교(민족사,1992)
윤회의 자아와 무아(장경각, 1999)
요가수트라 주석(소명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고전 요가의 호흡법의 원리｣(인도철학 제22집)
｢샹키야 철학에서 알라야식 유형의 원리｣(불교학연구 제26호)
｢초기 漢譯 불전에서 원어의 변용 사례｣(인도철학 제28집)

박 경 준
전 공 분 야 응용불교학
세부연구분야 불교사회사상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인도불교사 불교사회경제사상

대 표 저 서
불교사회경제사상(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공저), 아카넷, 2006)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행원(공저), 2002)

대 표 논 문
｢원시불교의 사회ㆍ경제사상 연구｣(박사학위논문)
｢대승경전관 정립을 위한 시론 - 대승 불설·비불설론과 관련하여｣(한국불교학 제21호)
｢불교 공업설의 사회학적 함의｣(불교학보 제52호)

장애순(계환)
전 공 분 야 불교교학
세부연구분야 중국불교사, 대승불교사상
학사학위과정 하나죠노(화원)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교토 불교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교토 불교대학교 불교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불교사 동아시아대승불교

대 표 저 서
대승불교의 세계(운주사, 2005)
중국화엄사상사연구(불광출판부, 1996)
현수법장 연구(민족사, 2011)

대 표 논 문
｢동진시대 사대부의 불교신앙 연구｣(한국불교학 제33호)
｢중국불교와 유도이교(儒道二敎)의 대론(對論)｣(불교학보 제31호)
｢법장저술의 진위(眞僞)에 대한 고찰｣(보조사상 제24집)

강문선(혜원)
전 공 분 야 중국선사상
세부연구분야 중국선사상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선의 이해 중국선문헌입문

대 표 저 서
북종선(운주사, 2008)
신심명ㆍ증도가(동국역경원, 2006)
선어사전(운주사, 2011)

대 표 논 문
｢선종에서의 좌선관 변천｣(한국불교학 제64집)
｢당~송대선의 開悟에 대한 인식 변화｣(불교학보 제63호)
｢당대 선자들의 機緣 문답과 깨달음｣(한국사상과 문화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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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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대 표 저 서
불교와 종교철학(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 종교문화와 종교교육을 논論한다(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정우서적, 2010)

대 표 논 문
｢종교다원주의에서 공동본질문제에 대한 중관학적 해명｣(불교학보 제32호)
｢불교의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불교해석학에서 진리와 방법의 문제｣(한국불교학 제18호) 

김 호 성
전 공 분 야 인도고대철학 / 대승불교
세부연구분야 바가바드기타의 해석학의 역사, 인도철학과 대승불교의 비교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힌두이즘의 이해 근현대인도사상 베단따와 신비주의 인도의 철학과 문화

대 표 저 서
경허의 얼굴(불교시대사, 2014)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민족사, 2006)
불교해석학 연구(민족사, 2009)

대 표 논 문
｢비베카난다의 붓다관에 대한 비평｣(인도철학 29집)
｢두 유형의 출가와 그 정치적 함의｣(인도철학 26집)
｢바가바드기타에 보이는 믿음과 행위의 관련성｣(남아시아연구 13권1호)

박문기(종호)
전 공 분 야 선 학
세부연구분야 중 국 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선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선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선과 현대사회 중국선사상

대 표 저 서
임제선연구(경서원, 1996)
조계종사(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여래장사상(역서)

대 표 논 문
｢간화선 형성의 사회적 배경｣(보조사상연구원 13호)
｢미국의 간화선 수행｣(보조사상연구원 제25호)
｢깨달음의 현상적 이해｣(백련불교논집 제7호)

박 인 성
전 공 분 야 중관불교
세부연구분야 구사론, 청정도론, 성유식론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관학 반야사상

대 표 저 서
중론연구(민족사, 2000)
유식삼십송석(민족사, 2000)
아비달마구사론 계품(주민출판사, 2006)

대 표 논 문
｢문장의 의미 파악과 오심(五心)에 대한 태현의 해석｣(한국불교학 제45집)
｢유식이십론 게송 10에 대한 규기의 해석｣(한국불교학 제 50집)
｢의식의 솔이심에 대한 규기의 해석｣(불교학보 제5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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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 선
전 공 분 야 불교학
세부연구분야 유식학, 인명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박사학위과정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아시아학과(전공)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유식학 아비달마

대 표 저 서
요가행자의 증지(무우수, 2006)
Expanding and Merging Horizons(David Brown Book Co.(공저), 2007)

대 표 논 문

“Gradual and Sudden Enlightenment: the Attainment of yogipratyaksa in the Later Indian Yogacara 
School”(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ume 37)
｢인식의 전환: 다르마끼르띠와 태고보우의 깨달음｣(보조사상 제22집)
｢상반관계와 불교의 찰나설｣(불교학보 제37호)

신 성 현
전 공 분 야 계율학
세부연구분야 불교교단사, 불교윤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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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천태학 경전해석학

대 표 저 서
천태사상론(법화학림, 2008)
묘법연화경현의(법화학림, 2009)
천태학노트(법화학림, 2009)

대 표 논 문
｢오시팔교와(五時八敎) 삼종교상｣(한국불교학회 제19호)
｢천태대사의 교판론｣(한국불교학 통권 제40호)
｢法華玄義의 實相觀｣(불교학보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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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저 서
한국불학사 1~4(연기사, 2005)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12)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한길사, 2009)

대 표 논 문
｢원효 일심의 신해성 분석｣(불교학연구 제20호) 
｢지눌의 진심사상｣(보조사상 제15집)
｢휴정의 선심학｣(한국선학 제15호)



73불교학부

01

불
교
대
학

황 순 일
전 공 분 야 인도초기부파불교
세부연구분야 범어, 빨리어, 초기불교, 부파불교, 불교문화컨텐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영국 옥스포드대학 동양학과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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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 철학박사
담 당 과 목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불교생태학

대 표 저 서
불교생태철학(동국대학교 출판부, 2004)
용수와 칸트(운주사, 2002)
하이데거와 불교(철학과 현실사, 2003)

대 표 논 문
｢마음은 흐른다 - 윌리엄 제임스와 불교｣(동서비교문학저널 제20호)
｢불을 보는 두 시선 - 용수와 헤겔｣(불교학연구 제17호 )
｢무아에서 진아까지｣(범한철학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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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ßerst tiefgrü ndige Verstä ndnis der Drei 
Wurzeln: Ein Gongpa-Yangzab Terma, Aachen: Drikung-Kagy -Verlag, 2008
The Theory of Karman in the Abhidharmasamuccaya, Studia PHILOLOGICA Buddhica Monograph 
Series XXVI,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Tokyo 2010

대 표 논 문

From Transference to Transformation: Levels of Understanding in Tibetan Ars Moriendi, The 
Eastern Buddhist Vol. 44, no. 1, (New Series) 2013.
“Gateway to the Mahāyāna: Scholastic Tenets and Rhetorical Strategies in the Abhidharmasamuccaya.” 
Indo-Iranian Journal, vol. 55, no. 3, 2012, pp. 201-222
School Affiliation of the Abhidharmasamuccaya in the Light of Tibetan Scholasticism (티벳 교조주의
의 관점에서 본 대승아비달마집론(Abhidharmasamuccaya)의 학파적 기원), 보조사상 제36집, 2011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IS2001 불교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영어・한국어 1 공통
BIS2002 불교의수행과신행 3 3 기초 학사1년 1 공통
BIS2003 인도의철학과문화 3 3 기초 학사1년 영어・한국어 2 공통
BIS2004 선의이해 3 3 기초 학사1년 2 공통
BIS2006 불교한문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07 종교학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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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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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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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과현대사회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20 자이나사상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공통
BIS2027 승가수행학Ⅰ 3 3 기초 학사1~2년 1 공통
BIS2029 힌두교와대승불교 3 3 기초 학사2년 1 공통
BIS2031 범어입문 3 3 기초 학사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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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2021 아비달마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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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2028 승가수행학Ⅱ 3 3 기초 학사1~2년 2 공통
BIS2030 인도사상특강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2032 범어연습 3 3 기초 학사2년 2 공통
BIS4001 티벳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이론ㆍ교학
BIS4002 계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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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4018 사찰경영과종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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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와불교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실천ㆍ응용
BIS4022 간화선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1 실천ㆍ응용
BIS4023 명상음악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실천ㆍ응용
BIS4024 선심리상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실천ㆍ응용
BIS4035 베단따와신비주의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36 중국선문헌입문 3 3 전문 학사3~4년 1 이론ㆍ교학
BIS4037 근현대인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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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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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4017 선문화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이론ㆍ교학
BIS4025 세계종교사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실천ㆍ응용
BIS4026 포교방법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27 불교사상과서양철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28 불교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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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빠사나의이해와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33 화엄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BIS4039 여래장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BIS4040 불교사회경제사상 3 3 전문 학사3~4년 2 실천ㆍ응용
BIS4042 힌두이즘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이론ㆍ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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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
비고

전공기초 ➡ 전공전문

불교미디어 기자
(신문, TV, 라디오)

불교학입문, 
인도의철학과문화, 
불교의수행과신행

➡
빨리어, 인도인식논리학, 

힌두이즘의이해, 미디어와불교, 
포교방법론

불교포교사, 군법사
불교학입문, 종교학, 

선과현대사회
➡ 포교방법론, 불교리더십, 

사찰경영과종무행정

윤리철학교사
논술지도자

인도의철학과문화, 
자이나사상, 인도선사상, 
선과현대사회, 한국불교사

➡ 계율학, 인도인식논리학, 
밀교·티벳불교, 한국불교사상

요가지도자
인도의철학과문화, 
범어입문, 범어연습, 

고전요가
➡ 베단따와신비주의, 간화선실습, 

선심리상담, 명상음악의이해,

인도현지와
관련한 취업

인도의철학과문화, 
범어입문, 범어연습, 

자이나사상
➡ 힌두이즘입문, 

불교사회경제사상

불교인문학
관련기관 연구원

불교학입문, 불교한문, 
종교학, 아비달마, 

한국불교사
➡ 계율학, 중관학, 천태학, 

유식학, 화엄학, 한국불교사상

불교지역학
관련기관 연구원

불교학입문, 종교학, 
선과 현대사회, 불교교단사, 

범어연습, 한국불교사
➡

티벳어, 근현대인도사상, 
빨리어, 밀교·티벳불교, 

한국불교사상
불교문화학

관련기관 연구원
불교학입문,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 선심리상담, 명상음악의이해, 
불교문화콘텐츠

불교언론출판
종사자

불교학입문, 불교한문,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 포교방법론, 불교사회경제사상, 

불교문화콘텐츠, 한국불교사상

불교단체
종무원

불교학입문, 한국불교사, 
선과현대사회, 불교교단사

➡
사찰경영과종무행정, 
불교문화콘텐츠, 

선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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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함으로써 앞으로 불교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찰해본다.

Introduction to Buddhist Studies familiarizes students with areas that Buddhist Studies currently 
covers - a study of Buddhist doctrine based on Buddhist ideas, history of Buddhism that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Buddhism and applied Buddhist studies that have improved by linking to various 
issues important in modern society. This class also introduces students to research findings and 
regional development of Buddhism in India, China, Korea and Japan and explores the future of 
Buddhist Studies.

BIS2002 불교의수행과신행 The Buddhist meditation and reg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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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of the basic Buddhist meditation and cultivating the basis for Seon medita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he basic methods of the Buddhist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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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2003 인도의철학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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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폭넓게 조명한다.

This lecture aims at understanding Philosophy and Culture originated from India. through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t will follow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Indian thought including 
Indian Buddhism through examining the social, political, literary, and artistic background.

BIS2004 선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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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oncept of and major ideas of Seon. Students will analyze the meaning 
of Seon through a study of Seon history and the culture of East-Asian Chan(Seon). Students will 
also study the present temple-stay programs which are widely offer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BIS2006 불교한문 Buddhist Classical Chinese 

한역경전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문불전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This course aims at improving students’ reading ability of Buddhist classical Chinese. In this 
course, we read some Buddhist text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focusing its grammar and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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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human religiosity through the study of various religious phenomenons, i.e., beliefs, 
symbols, myth, ethics, experience, doctrine, ritual, and social formations as they are displayed in 
the world religions.

BIS2008 인도불교사 History of Indian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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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rigin, development, and decline of Indian Buddhism ; historical outline of general Indian 
Buddhism : to focus on easy and exact understanding of Indian Buddhism that is origin of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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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urvey of basic concepts in Indian meditation such as the major thoughts, the meditative methods 
and its history.
1. The meditation and its methods described in the Early Buddhist literature.
2. The thoughts and meditative methods in the Abhidharma and Mahayana Buddhism.

BIS2010 초기불교 Early Buddhism

인도철학 사상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는 초기 불교를 붓다 당시 사상계와의 연관관계에서 파악한다. 베다와 우
빠니샤드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사상과 자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 사상과의 연관관계에서 초기 불교의 기본 
교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확립되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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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Buddhis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the original buddhism 
may be and how it has developed from its very early stage. This lecture surveys Early Indian 
Buddhism through examining the internal doctrinal development and the external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Jainism, and Brahmanism.

BIS2012 중국불교사 History of Chinese Buddhism 

중국사상의 거대한 산맥의 하나로까지 발전한 중국불교, 2천여 년간이나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중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상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인도불교의 연장선상에
서 바라보는 중국불교가 아니라, 독창적인 입장의 중국불교를 이해하도록 한다. 아울러 불교가 당시의 정치
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 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Chinese Buddhism has developed with one of the enormous mountain ranges in Chinese Thoughts. 
This course survey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Chinese Buddhism which became the 
mental anchor to Chines people during 2,000 years in their history. It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the original position of Chinese Buddhism, not the serial of Indian Buddhism. In particular, students 
will focus on their study that Chinese Buddhism had influences on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the 
whole socie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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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임)의 과정을 거쳐 신라시대에
는 ‘민족불교’를, 고려시대에는 ‘한국불교’를 형성하면서 이 땅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시대
에는 자생불교의 터전을 일구어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중추 역할을 하였고, 대한시대에는 민족문화의 중심
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해 나갔다. 이 강의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받아들이면서도 중도와 연기에 기초한 불
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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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Buddhism, which treats Indian Buddhism and Chinese Buddhism subjectively, is a ‘localized 
Buddhism’ and one vehicle Buddhism or one Mahayana Buddhism beyond Mahayana and Hinayana. 
Korean Buddhism has become the unique philosophy and culture of Korea while forming ‘national 
Buddhism’ in the era of Sinra and ‘Korean Buddhism’ in the era of Goryeo after the process of 
‘physical synthesis’(mix) and ‘chemical osmosis’(boiling). It played a pivotal role to overcome 
national crisis wisely by cultivating the foundation of independent Buddhism in the era of Joseon 
and it conformed its new position as a center of national culture in the era of Daehan.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nlarg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Buddhis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clarifying universality and specialty of Korean Buddhism, which has been congested and 
incarnated in Korea without escaping from the original flow of Buddhism based on middle way and 
conditioned arising although it was introduced via India and China. Furthermore, it will search for 
the sou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philosophy by researching history and philosophy 
of Buddhism,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identity and recognition frame of Korean people.

BIS2014 정토학 Study of Pureland-Buddhism 

대승불교의 초기에 성립된 타력신앙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인 정토교학과 그 실천방법을 교수하고, 불교의 내
세관을 정립시키며, 정토문화를 강의하고자 한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deliver lectures on the pure land doctrine and its practicing method to 
establish the Buddhist views of the other world, and to instruct the pure land Buddhist culture.

BIS2015 선과현대사회 Seon & Contemporary Society

현대사회의 정신적 질환, 생태, 환경오염, 가족문제, 빈부갈등 등 수많은 과제에 대해 원인은 무엇이고 현대
적 해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선적 대안과 활로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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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 and derection of Seon on the causes of various problems such as 
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crisis, family problem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IS2017 불교교단사 History of Buddhis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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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story of Buddhist Community is the study of Buddhist communities that worship Buddha’s 
thought. The Buddhist community means a group that lives together and pursues the teachings of 
Buddha who became enlightened. As the community was established, many rites and precepts were 
needed to maintain it, for example, the ritual of practice, the ritual of repentance, the ritual of 
abstention and repentance and the precepts for Buddhist monks and nuns. This class familiarizes 
students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of Buddhist communities.

BIS2018 경전해석학 Reading of Buddhist Scrip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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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analyses the Sutra interpretation in Mahayana works, researches the Sutra interpretation 
that try in the Chinese and the Korean Commentary works, and interpret the meanings moder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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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religious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Classical 
Yoga in addition to the character of dualism that is inseparably related to Classical Yoga. Especially 
students study the Yoga system of Patanjali in order to understand the mysticism of India in general.

BIS2020 자이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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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조
의 생애, 자이나교의 형이상학, 자이나교의 인식 및 해탈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Jainism has been one of the major sramanic religious traditions in India. This lecture aims a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and doctrinal contents of Jainism through examining various cultural and 
religious settings of India and through looking at the Jain’s metaphysics, epistemology and ethics.

BIS2021 아비달마 Abhidharma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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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a general survey of Abhidharma Buddhism. After a breif introduction to its canonical 
literature, it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Abhidharmamic philosophical systems, such as the 
Sarvastivada. This course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basic concepts of Abhidharma Buddhism, 
such as dharma, the consciousness process, karma and rebirth.



79불교학부

01

불
교
대
학

BIS2023 중국선사상 Chinese Seon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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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thoughts in Chinese Seon.

BIS2024 한국선사상  Korean Seon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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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thoughts of Korean Seon
1. The Early stage of the Seon introduction
2. The Koryo Dynasty
3. The Chosun dynasty
4. The Later Chosun and Modern times

BIS2025 반야사상 Philosophy of Praj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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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is concerned with the essence of prajna, the process and method of gaining prajna. While 
studying it, we read the scriptures and treatises of Mahayana Buddhism including Prajna Sutra.

BIS2027 승가수행학Ⅰ Theory of Practice for Buddhist ShangaⅠ

본 강좌는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케 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으
로서, 불교계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대사회에서 불법의 포교에 필요한 이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opened to cultivate the refinement and qualification of the monks and nuns of the 
Korean Buddhist Chogye Order who are in the colleges of Buddhism. Through the guide of th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Buddhism and other spheres, they learn the theories and methods needed 
in the process of propagation of Buddhism in modern society.

BIS2028 승가수행학Ⅱ Theory of Practice for Buddhist ShangaⅡ

본 강좌는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케 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으
로서, 불교계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대사회에서 불법의 포교에 필요한 이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opened to cultivate the refinement and qualification of the monks and nuns of the 
Korean Buddhist Chogye Order who are in the colleges of Buddhism. Through the guide of th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Buddhism and other spheres, they learn the theories and methods needed 
in the process of propagation of Buddhism in modern society.

BIS2029 힌두교와대승불교 Hinduism and Mahayana Buddhism

인도의 대승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등 북방 대승불교 발전의 토대가 된다. 본 강좌를 통해 대승불교의 
특징과 기원, 대승 경전의 사상, 아울러 중관, 유식, 여래장 사상을 학습한다. 또한 힌두 6파철학과 대승불교
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도대승불교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다.

Indian Mahayana Buddhism has been known as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East Asian 
Mahayana Buddhism and of the Tibetan esoteric Buddhism. This lecture will discuss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hayana Buddhism together with the major Mahayana Buddhist schools, such 
as Madhyamaka, Yogacara and Buddha-nature. The related 6 classical Indian philosophical schools 
will be dealt with as well to give more wider understanding on Mahayana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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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2030 인도사상특강 Special lecture on Indian Thought

인도고대문헌인 우빠니샤드와 힌두 6파철학의 각 학파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강의를 통해 종합
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사상 전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심도있게 
다루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도사상의 제문제에 관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하며 앞으로 각 분야로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This lecture is designed to give an opportunity to learn the essence of the Upanisad and of the 6 
classical Indian Philosophy collectively through intensive lecture series. All lectures will be given 
as the team of specialists in each topic. With this lecture students will deepen their understandings 
on various issues on Indian thought and will be equipped with proper foundation for further study 
in Indian Philosophy.

BIS2031 범어입문 Introduction to Sansk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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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2032 범어연습 Sanskrit Reading

범어는 인도철학과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언어이다. 범어입문을 통해 다진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쉬운 구문으로부터 좀 더 세련된 고전적 문장의 독해를 연습하여 원전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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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Tibetan language takes a major role to reconstruct the Indian Buddhist texts in 
which the original Sanskrit version is missing. It also is a key to access the vast amount texts 
preserved in the Tibetan Tripitaka. This lecture aims at studying the Tibetan language from its 
basic grammar.

BIS4002 계율학 Study of Buddhist Precepts and Rules

불교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와 규범에 대한 학이다. 계율은 계와 율의 합성어이다. 계는 규율은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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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은 율장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계율은 따라서 불교교단의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 계율은 역사와 사
회에 따라 시대정신을 살려 다양하게 해석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계율학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윤리 사회 문화의 제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The Study of Buddhist Precepts and Rules is the study of ethics and norms that Buddhists should 
keep. The phrase of ‘precepts and rules’ is a conjugation of two words. Precepts stand for willing 
ethical disciplines, and rules stand for other-directed norms. The rules are disciplines of Buddhist 
communities. As the Buddhist community was established, the rules represented various disciplines 
required to maintain order in the community, and those who violated the rules suffered 
punishment. The book of rules helps to understand this. Buddhist precepts and rules play a role 
in keeping order in Buddhist communities. The precepts and rules have been variously interpreted 
and developed by reflecting the sprit of the times in different periods of history and society. This 
class provides basic understanding of Buddhist ethics, societ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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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4004 중관학 Philosophy of Madhyamika 

이 과목은 용수의 중론을 비롯한 논서들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 이 논서들이 이후의 중관학파와 유식
학파에 미친 영향, 용수의 중론과 성천의 사백론을 주석해 나간 역사, 유식불교를 수용한 후기중관학파
의 사상, 후기중관학파와 티베트불교의 관계를 다룬다.

This subject is concerned with the ideological background Nagarjuna’s treatises such as Madhyamakakarika 
are written, their influence on the later Mahayana Buddhism including Madhyamika and Yogacara school, 
the history of the commentaries on Nagarjuna’s Madyamakakarika and aryadeva’s Catusataka, the 
thought of the later Madhyamika school that accepted the Yogacara Buddhism, the relation between the later 
Madhyamika school and Tibetan Buddhism.

BIS4005 천태학 Study of Tien-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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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f Tien-tai familiarizes students wit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ien-tai established 
in China, examining thelife, works and ideas of Tien-tai.

BIS4006 한국선문헌연습 The practice of Korean Seo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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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vestigation of the essentials of Korean Seon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Korean Seon literature.

BIS4007 유식학 Yogacara Buddhism

이 강좌는 전공 영어수업 과목이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유식사상을 영어교재를 통해 쉽고 체계적으로 
다룬다. 먼저 유가행파의 역사를 개괄하고, 유식학의 주요 개념을 세친의 유식삼십송(영역)을 읽어가면서 알
아본다.

This course is a general survey of Yogacara Buddhism. After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thoughts of this school, this course deal with Vasubhandu’s Trestise in Thirty Stanzas 
translated in English.

BIS4010 빨리어 P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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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ecture aims at learning the Pali language which is one of the oldest Prakrit languages known 
as Middle Indo-Arian and is different from Sanskrit, the Old Indo-Aryan.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Pali is older than Sanskrit since Prakrit is the language of the Early Buddhist tradition. 
Through learning this language we can access the Pali tipitaka, the one and only complete 
collection of the early Buddhist texts.

BIS4011 인도인식논리학 Indian Epistemology and Logic

인도의 논리학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발달해 왔으며, 인도의 철학문헌을 비롯하여 불교 경전의 논리학에도 
큰 영향을 끼쳐 왔다. 본 강좌에서는 실체론적, 실재론적 존재론에 바탕한 힌두 정리학파의 인식론· 논리학
을 원전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Nyaya system, the realistic and ontological hindu philosophy, through 
reading the original Sanskrit text in order to understand Indian traditional and Buddhist 
epistemology and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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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4013 밀교·티벳불교 Esoteric and Tibetan Buddhism

대승불교로서의 밀교와 현교의 차이점, 밀교 성립의 사상적 배경, 티벳 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student to the main teachings of Esoteric Buddhism and its assimilation 
in Tibet. We will address the question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soteric Buddhism that 
differentiate it from other forms of Mahayana, and we will gain some insight into the history of 
Tibetan monasteries, their rituals, meditation practices and the philosophical doctrines.

BIS4014 동아시아대승불교 Mahayana Buddhism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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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necessity of Mahayana 
Buddhism.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in-depth study of basic thoughts composed 
of Mahayana Buddhism in their developing process complementarily. Students will examine how 
Mahayana Buddhism was propagated to East Asia, including Central Asia, China, Korea, Japan, 
Tibet and Western Society.

BIS4015 한국불교사상 Korean Buddhist Thought, Korean Buddhism Philosophy

한국의 토양과 기후 및 기질과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숙성되고 발효되어온 한국불교는 한국인들의 사유체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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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Buddhism, which has been matured and fermented in soil, weather, nature and culture of 
Korea, has created recognition systems and concept systems of Korea people. In other words, 
Korean Buddhism completed the Buddhism of ‘mix’ and ‘boiling’ while advancing to ‘one vehicle’ or 
‘one Mahayana’ Buddhism, which harmonizes Huayan and Vijnanavada or Chan and Huayan through 
the sign of ‘nature’ and ‘character’ unlike Indian Buddhism, which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Mahayana Buddhism represented by Madyamika and consciousness-only through the sign of 
‘emptiness’ and ‘existence’ or Chinese Buddhism, which founded one vehicle Buddhism of Tiantai, 
Huayan, Chan and pure land through the sign of ‘principal’ and ‘affair’.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research synthetic and unique character of Korean Buddhism Philosophy, which created ‘one 
vehicle’ Buddhism beyond Mahayana being opposite to Hanayana and ‘one Mahayana‘ Buddhism 
embracing Mahayana being denied as an opposite Buddhism of Hanayana.

BIS4017 선문화론 Seon cultur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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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amination of the contents and its methods of the desirable Seon culture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Seon culture which exists in various fields of the life of modern people.

BIS4018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Templ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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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mple should be a spiritual sanctuary as well as a teaching place. This course deals with 
templ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Buddhism 
for the human being in the capitalistic society.

BIS4019 불교생태학 Buddhist Ecology

불교와 생태학이 공유하는 관점인 상호의존성과 비실체성 등을 탐구함으로써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모색하고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We research into the structure and principles of eco-system in the viewpoint of Buddhist 
conceptions, e. g. the interdependence - emptiness - interrespect. In terms of this research do we 
contribute to the Buddhist solution of the environmental crisis in the modern society.

BIS4020 불교문화콘텐츠 Buddhist Cultural Contents

불교문화콘텐츠는 불교적 입장에서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며, 불교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이와 관련된 사회
적 제반 현상 등을 소재로 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문화콘텐츠이다. 본 강좌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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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리, 놀거리
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Buddhist cultural contents are cultural contents produced by creative methods based on subject 
matters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lifestyles and related social phenomenon, and 
pursuing Buddhist values. This class examines various examples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and the process. This class will guide students to cultivate creativity that Buddhism 
provides. Moreover, this class explores the way to produce something to know, something to show, 
something to eat and something to entertain by creating various Buddhist cultural contents.

BIS4021 미디어와불교 Buddhism and Media

미디어와 불교는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살펴보고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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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This lecture aims at looking at the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at the way to deal with 
from Buddhist perspectives. In order to follow contemporary trends, Buddhism cannot depend largely 
on the directly propagation based on Buddhist monasteries. It will deal with diverse mass media, 
such as newspapers, broadcastings, and Internet, to find out possibilities to utilize for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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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the 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meditative methods, 
checking, and recognition in Ganwha Seon.

BIS4023 명상음악의 이해 The understanding of Meditative Music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명상음악의 이론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를 수행이나 생활, 또는 치유와 관련하여 실
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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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amination of the theory and the contents of Meditative Music by the viewpoint of Seon and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s which lead to the virtual effects to meditation, daily life, and the 
cure.

BIS4024 선심리상담 Seon 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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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process and theory by the way of Seon principle an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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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study of world religions: their origins, developments, and histories.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issue of the historical nature of religions and hermeneutical method of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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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upgrade physical and mental peace and happiness of all the people, Buddhism should 
be a religion not only for the Buddhist but also for all the people. This course deals with missionary 
strategy which is systematically prepared to give all the people the Buddha’s Word.

BIS4027 불교사상과서양철학 Buddhist Thoughts and Western Philosophy

사유의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서양철학과 불교사상의 입장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 불교철학
을 건립한다.

We investigate the common problems of Buddhism and philosophy, e.g. the principles of human 
nature, the harmony of human beings & natural world, and the desirable criterion of the good and 
bad. Thereby do we search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Buddhist thoughts.

BIS4028 불교리더십 Buddhist Leadership

불교사상에 입각된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당위성에 근거하여 부처님의 리더
십과 일반 리더십에 관한 제 이론을 습득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불교사상에 
기반을 둔 현대적 리더십 이론을 개발한다. 나아가 실재하는 모범적 불교지도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성취하게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is to help students learn all related theories about both Buddha’s leadership and 
general leadership corresponding to the practical and normative necessities to raise social leaders 
inspired by Buddhist thought. After a thorough evaluation of such theories, modern leadership 
theories founded on the Buddhist thought will be investigated and developed. Furthermore, it aims 
to nurture students’ leadership based on the Buddha’s teaching through case studies on the 
representative leaders of our time.

BIS4030 선음악실습 The practice of Seon Music

선음악을 통해 상담 및 치유가 요구되는 구체적 실례를 직접 접하고 치료를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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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servation and practice on the cases which are demanded for counselling and healing through 
the Seo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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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servation and practice of the techniques of counselling theory to the principle of Seon 
through the cases of counselling.

BIS4032 위빠사나의이해와실습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Vipas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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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urvey of the basic theory, breathing technique, and Sati and practice.

BIS4033 화엄학 Hua-Ye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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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at a comprehensive overview of Huayen studies, surveying Avatamsaka Sutra, the 
history of Huayen philosophy in India, China and Korea, and its main doctrines of One vehicle Huayen 
school, such as Dependent co-arising of the d harma-realm, Arising of the Buddha-nautre and so on.

BIS4035 베단따와신비주의 Vedanta and Mysticism

베다의 끝이며 절정인 우빠니샤드를 해석하고 체계화하면서 발전된 베단따 학파는 오늘날도 인도에 살아있는 
중요한 철학체계이다. ｢브라마 수뜨라｣에 출발하여 가우다빠-다를 거쳐 샹까라에서 완성된 불이론(不二論)을 
중심으로 그 형이상학, 인식론, 심리론, 해탈론을 교수하며 라마누자의 제한적 불이론과의 차이점을 이해시킨
다. 또한 베단따의 철학을 인도신비주의와 관련하여 힌두 딴뜨리즘과 함께 다루면서 각각의 상호 연관성, 기원
과 발전, 우주론, 존재론 수행체계 등을 살펴본다.

Vedanta is one of the 6 classical Indian school which systematize the interpretation of the Upanisad, 
very important philosophical book in the Vedas. This lecture will discuss Indian metaphysics, 
Cognition, Psychology, soteriology based on various interpretations on the Brahma Sutra. It will also 
deal with Indian Mysticism in term of its origin & development, Ontology and views on the Universe.

BIS4036 중국선문헌입문 Introduction to Chinese Seon[Chan] Literature

중국 선사상의 이해는 우선 중국 선서의 해독에서 이루어 진다. 중국 돈황에서 발굴된 선문헌 중 선종사를 이해
할 수 있는 등사(燈史)류와 각 시대별 선사들의 어록 등의 기초적 내용들을 살펴보고 선사상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It aims to train the basic skills for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hinese Seon literature by 
generally dealing with the Seon doctrinal literature.

BIS4037 근현대인도사상 Contemporary Indian Thought

인도철학은 전통의 단절 없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유연히 적응해왔고 서구 문명과의 조우를 통해 전통적 
해석에 새로운 해석이 가해졌다. 특히 힌두 르네상스로 불리는 근대 인도의 사회 개혁적 종교사상가들, 즉 
라마끄리슈나, 비베카난다, 오로빈도, 간디, 타고르의 사상과 라다끄리슈난의 사상을 조감한다. 

Indian philosophy has offered the uninterrupted and innovated method to give brand-new 
interpretation on traditional Indian thought in order to meet with the Western civilization.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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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 thinkers, such as Vivekananda and Orobindo could be the prime examples to show how 
flexible Indian thought is. This lecture will learn the newly innovated philosophy of those modern 
and contemporary Indian thinkers together with their life, their surroundings and their thought. 

BIS4039 여래장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Tathagatagarbha

선 이해의 핵심 부분인 여래장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여 선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근원을 
살핀다.

This lecture will teach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Tathagatagarbha. It will present a great 
opportunity to take a look at the awakening and the faith of the Seon Buddhism.

BIS4040 불교사회경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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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f Buddhist sociology and economy : its formations, developments, and influences on societies.

BIS4042 힌두이즘의이해 Study of Hinduism 

힌두이즘(힌두교)은 인도철학 중 가장 큰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힌두교를 개설하는 과목이다. 힌두교의 특성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핀다. 기존의 여러 인도철학 관련 과목이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각론적” 과목이라고 
한다면, 힌두이즘의이해는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총괄적”인 소묘를 담당하는 전공과목이라 할 수 있다. 

Study of Hinduism is the course that outlines Hinduism, the widest field of the Indian philosophy. 
This course pays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Hinduism. While 
other existing courses about Indian philosophy were “philosophical” and “detailed,” Introduction To 
Hinduism will be more “theological” and “comprehensiv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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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본 학과의 교육목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자

비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

릴 수 있는 복지 사회의 구현에 필요한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함에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의 고양은 

물론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의 전문적 바탕이 되는 가

치와 이론 및 실천 기술을 교육한다.

 학과(전공) 소개

오늘날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키

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역동적

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 내 욕구에 부응하여 인간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요 사회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2007년 3월에 설립

되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오늘날 사회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문제,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가족문제, 빈곤 및 양극화 등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출현하고 있

으며 이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

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과거

가 아닌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실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고자 발생한 학문이다. 그러

므로 사회복지학은 사회 내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학문

적 탐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의 훈련을 위한 응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사회문제들에 대

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비교, 

분석과 더불어 실천적인 방안들을 연구, 학습한다. 

본 학과는 다양한 이론수업들과 더불어 실습수업에

서의 현장 참여 관찰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체험을 중시하는 현장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사회문제가 심각할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

은 증대되므로 사회복지학과의 졸업생들은 취업전망

이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학과를 졸

업하면 국가공인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동시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

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은 

정부출연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

로복지공단, 장애인복지공단, 법무복지공단 등), 사

불교사회복지학과
Buddhist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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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 9급), 사회복

지협의기관, 사회복지사업기관(종합사회복지관, 장

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사회복

지시설(영육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

설 등),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왕성

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사

회복지학과 졸업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대기업, 

외국계기업,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으로의 취업

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교수 소개

김 학 주
전 공 분 야 사회복지학
세부연구분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조사/행정
학사학위과정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학사

석사학위과정
컬럼비아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워싱턴대학교 경제학전공 경제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워싱턴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박사
담 당 과 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경제론

대 표 저 서
사회복지방법론(오래, 2014, 공저)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이해(청목출판사, 2009)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청목출판사, 2008)

대 표 논 문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Behavioral Risk Factors and Health Outcomes in The 
 Republic of Korea｣(BMC PUBLIC HEALTH, 201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해외 동향 및 개혁방안｣(사회복지정책, 2009)
｢Pharmaceutical Reform in South Korea and The Lessons It Provides｣(Health Affairs, 2008)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OW2002 사회복지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법정필수
SOW2003 사회복지정책론 3 3 기초 학사1~2년 1 법정필수
SOW200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기초 학사1~2년 2 법정필수
SOW2005 사회복지실천론 3 3 기초 학사1~2년 1 법정필수
SOW2009 사회복지발달사 3 3 기초 학사1~2년 2 법정선택
SOW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기초 학사1~2년 1 법정필수
SOW2024 사회복지경제론 3 3 기초 학사1~2년 1 학과필수
SOW4002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03 프로그램개발및평가 3 3 전문 학사3~4년 1 학과필수
SOW4004 가족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0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09 노인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선택
SOW4020 사회복지지도감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법정선택
SOW4027 청소년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선택
SOW4028 의료사회사업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선택
SOW4031 사회복지법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필수
SOW4032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필수
SOW4033 사회복지행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법정필수
SOW4034 사회복지조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필수
SOW4035 지역사회복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법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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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
비고

전공기초 ➡ 전공전문

정책

사회복지학개론(법정필수)
사회복지정책론(법정필수)
사회복지경제론(전공필수)
사회복지발달사(법정선택)

➡ 사회복지법제론(법정필수)
사회복지행정론(법정필수)

조사/행정 사회복지학개론(법정필수) ➡
사회복지조사론(법정필수)
사회복지행정론(법정필수)

사회복지자료분석론(법정선택)
프로그램개발및평가(학과필수)

임상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법정필수)

사회복지실천론(법정필수)
사회복지실천기술론(법정필수)

➡ 사회복지현장실습(법정필수)
사회복지지도감독론(법정선택)

복수전공트랙

사회복지학개론(법정필수)
사회복지정책론(법정필수)
사회복지경제론(학과필수)
사회복지실천론(법정필수)

사회복지실천기술론(법정필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법정필수)

➡
사회복지행정론(법정필수)
사회복지조사론(법정필수)
지역사회복지론(법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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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ims at understanding the status and prospect of Social Welfare through introducing the concept, 
methodology and division of Social Welfare and through examining the history and thought of Social 
Welfare.

SOW2003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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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examines related concepts, backgrounds, theories, methods, forms, and cont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which help resolve various kinds of social problems and meet people's needs. 
It also analyzes and compares social welfare program and policy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s.

SOW20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관관계, 성격형성, 집단행동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방법
론의 이론적 근거를 학습한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병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의 치료와 해결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Examines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huma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provides the knowledge of normal and abnormal soci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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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2005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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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ves into the concepts, theories, and backgrounds of respective social work services, knowledge 
and skills of provision and roles and qualifications of social workers.

SOW2009 사회복지발달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서구사회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개념과 실제가 어떤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서 발달했는가를 살펴서 
사회복지제도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영향 받는가를 고찰한다.

Explores historical changes, development of the concepts, and reality of welfare system i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and how social welfare system was influenced by the circumstance of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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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welfare skills and techniques are needed to apply social service fields and clients to give 
direct and indirect service. To be a confident professional social worker, there are basic knowledges 
to keep clients their various needs

SOW2024 사회복지경제론 Economics of Social Welfare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경제이론들을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등이 국가경제
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나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xplores what it means to have economic power in a market economy with emphasis 
on the specific bargaining power in households, the workplace, and social welfare environments. 
Students explore how economic power both reflects and effects racial, ethnic, and gender identities 
and socioeconomic hierarc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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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s hands-on data analysis to introduce students to basic statistical concepts using real-world 
examples relevant to social work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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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se of Social welfare program development evaluation consists of theories and practice skills 
relating to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social welfare programs.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and practitioners to develop creation of programs and to evaluate scientifically different 
types of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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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는 한국의 언어 및 문학을 연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

하며, 문학예술 분야의 전 장르에 걸쳐 탁월한 창작 능

력을 갖춘 작가를 양성하는 것을 학문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민족 언어 및 문학의 전통을 확립하

고, 인문학의 기초이자 한국인의 정체성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술, 

교육, 문필 활동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널리, 그리고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한국(인)

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서구의 관

심이 고조되는 것은 한국문학의 독창성과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

금의 변화된 제반 환경에서 그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

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 분야

가 바로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이다.

중점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과거 한국의 언어 및 문학 유산들을 올바르게 감상

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계발시킨다.

(2) 한국어문학의 지식을 보편적인 언어 및 문학 이론

으로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

(3) 언어 및 문학 일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언어 

및 문학의 국제적 보급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

(4) 한국의 언어와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문학 창작과 비평, 그 밖의 대중 언론 및 출판 

분야의 젊은 선도 인력을 양성한다. 

 학과(전공) 소개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는 한국의 언어 및 문학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며, 문학예술 분야의 전 장르에 걸쳐 탁월한 

창작 능력을 갖춘 작가를 양성하는 것을 학문적 목표

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민족 언어 및 문학의 

전통을 확립하고, 인문학의 기초이자 한국인의 정체

성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술, 교육, 문필 활동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널리, 그리고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한국(인)

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서구의 관

심이 고조되는 것은 한국문학의 독창성과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

금의 변화된 제반 환경에서 그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

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 분야

가 바로 국어국문ㆍ문예창작학부이다.

중점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과거 한국의 언어 및 문학 유산들을 올바르게 감상

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계발시킨다.

(2) 한국어문학의 지식을 보편적인 언어 및 문학 이론

으로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

(3) 언어 및 문학 일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언어 

및 문학의 국제적 보급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

(4) 한국의 언어와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국문ㆍ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 문예창작학전공)
Korean Language & Literature / Creativ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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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학 창작과 비평, 그 밖의 대중 언론 및 출판 

분야의 젊은 선도 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 국어국문학 분야

1.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에 대한 연구가 전통문법, 

구조문법, 변형생성문법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자표기법에 대한 연구

는 훈민정음, 향찰, 구결, 이두에 대한 정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구결 자료의 발굴

을 통해 고대 한국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세·근대 한국어를 통

시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사, 풍속사, 종교

사, 언어 문화사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어국문 전공은 이러한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를 신설해 이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구술문학, 고전시가, 고전산문(소설), 한문학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술문학

과 한국한문학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전문학의 연구 영역과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설화와 민요를 중심 대상으로 삼아 온 구술문학과 

한국한문학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

전문학의 연구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설화와 민

요를 중심 대상으로 삼아온 구술문학연구는 민속

극, 판소리 및 서사무가, 생애담(경험담), 신화 등

의 장르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한문학은 오

랜 동안의 문헌학적 연구와 번역작업의 성과를 바

탕으로 예술사, 풍속사, 출판문화사, 인식론, 생

태사상 등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전시가 분야는 기존의 향가, 고려속요, 시

조 연구 외에 꾸준히 작품이 발견되는 가사와 잡가

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졌다. 고전소설 연구는 소

설과 인접한 문학 갈래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는 

동시에 고전소설을 읽는 사회사적 분석 시각이 심

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국역·현대어 번

역 출판의 확대,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으

로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해

지면서, 고전문학은 최근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는 본교 및 본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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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문학

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학

연구의 고립성을 탈피하여 문화연구라는 큰 틀 속

에서 학제연구를 바탕으로 문학 및 문화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 문예창작학 분야

최근 문학은 시·소설·희곡과 같은 전통 순수문학뿐 

아니라, TV드라마·사이버 문학·만화 및 게임 스토

리·방송 구성 등 응용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 스토리텔링, 글쓰기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데 반해 기본 개념이나 방법

론,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재의 양성

과 공급은 그다지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문예창작 전

공의 교육은 전적으로 창의성 함양을 위해 고안, 진행

된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예창작은 전통적인 시, 

소설 장르의 작품은 물론 연극영화 및 뮤지컬, 게임, 

만화의 원천 텍스트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 

및 경영 분야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는 등 인접

분야와의 자유롭고 원활한 협조와 융섭이 가능하다. 

미래사회는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개성이 존중받는 사

회가 될 것이다. 영상문화는 미래사회에서도 놀라운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창출하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영상문화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 문자텍스트라는 사실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영상문화가 강조될수록 문자문화를 생산하고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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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독하는 능력을 갖춘 자는 소수의 창조자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진로 및 취업분야

국어국문학 전공의 진로는 다양하다. 국문학의 기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구성작가, 전자출판편집

자, 광고 카피라이터, 신문 및 방송 언론기자, 웹 기획

자 등 출판/언론 분야 등 전통적인 국어국문학 전공 

졸업생의 취업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문화연구자, 문화평론가 등 문화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문화연구는 국문학으로부

터 다양한 원천과 연구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전문가, 학예

사(큐레이터), 전통문화행사 기획자 등으로 진로의 영

역을 넓힐 수 있다. 문화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

생은 2007학년도부터 신설된 문화학, 문화공학, 문화

경영 연계전공 중 하나를 골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편, 교직과정 이수를 병행해 국어교사로의 진로

를 모색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자로서

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문예창작학 전공의 진로는 문단에 데뷔하여 시인, 소

설가, 희곡 및 시나리오 작가, 동화작가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예창작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거의 전방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실질적 무역업

무나 공산품 개발 및 생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홍보하고, 기

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사업의 방향을 예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문예창작학과 졸업생

들이 대학생활에서 배운 창의적 사고와 실제 창작 작

업을 통해 낡은 것을 개선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이제 순수문학의 영역을 벗어나 영화, 뮤지

컬, 애니메이션, 만화, 광고, 테마파크 건설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토리텔링’이 광고나 경

영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가를 증명하

는 사례다. 글쓰기의 중요성은 비단 예술분야에서만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나 기

발한 영업 전략도 문자로 기술(記述)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으며, 고급하고 격조있는 문장이나 문체

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견(政見)을 표현할 때 그 효과

는 배가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글쓰

기’를 일부 전문 문필가의 영역으로 치부해 왔으나 

최근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창의적이고 

정확한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예창작전공은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는 

아닐지라도 미래사회의 거의 모든 학문, 예술 분야에

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

실은 분명하다. 

 교수 소개

서태룡(徐泰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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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의이해 현대국어문법론 국어학논문강독

대 표 저 서
國語 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문법 연구와 자료
文法Ⅰ (國語學 講座 1)

대 표 논 문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정동사어미에 의한 문장 유형
명사는 동사를 위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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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연(黃鍾淵)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현대소설 및 문학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Columbia University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M. A.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현대소설강독 현대소설이론 현대문학비평론

대 표 저 서
탕아를 위한 비평
비루한 것의 카니발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대 표 논 문
After the Apocalyse of Literature
노블, 청년, 제국
신 없는 자연

김무봉(金武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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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심경언해

대 표 논 문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ㅅ-’에 대한 연구
훈민정음 원본의 출판 문화재적 가치 연구
석보상절 권 20 연구

한만수(韓萬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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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사테마론 한국불교문학·문화론 극문학론

대 표 저 서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박세영 : 그들의 문학과 생애
태백산맥 문학기행

대 표 논 문
식민지시기 검열과 오늘의 한국문학연구
식민지시기 검열의 드러냄과 숨김
한국서사문학의 바보인물 연구

장영우(張榮遇)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소설 창작 이론 및 실기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학이란무엇인가 문예사조 소설창작실기3 대중문학특강

대 표 저 서
중용의 글쓰기
소설의 운명, 소설의 미래
거울과 벽

대 표 논 문
이태준 소설 연구
전(傳)과 소설의 관련 양상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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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鄭宇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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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국문학졸업논문

대 표 저 서
역주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법어언해
역주 속삼강행실도
초발심자경문언해

대 표 논 문
훈민정음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薯童謠> 解讀의 爭點에 대한 檢討 
국어 표기법의 변화와 그 해석

김상일(金相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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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문산문읽기 우리한시읽기

대 표 저 서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
옛 문인들의 초서 간찰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

대 표 논 문
한중 산거시(山居詩) 비교
虛應堂 普雨의 儒佛일치론과 시세계 연구
동악 이안눌 시세계 연구

김춘식(金春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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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이론 현대시강독

대 표 저 서
근대성과 민족문학의 경계
한국문학의 전통과 반전통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대 표 논 문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예술가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문학적 기억의 방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정환국(鄭煥局)
전 공 분 야 고전문학
세부연구분야 고전산문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고전명작세미나 고전소설론 고전과콘텐츠 한국문학사테마론

대 표 저 서
초기 소설사의 형성과정과 그 저변
역주 천예록
역주 유양잡조

대 표 논 문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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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현(朴光賢)
전 공 분 야 현대문학
세부연구분야 문화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다이쇼대학교 일본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나고야대학교 인간정보학연구과 학술 박사
담 당 과 목 문화연구입문 서사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국어국문학졸업논문

대 표 저 서
현해탄 트라우마
越境의 기록-재조(在朝)일본인의 언어・문화・기억과 아이덴티티의 분화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대 표 논 문
‘내선융화’의 문화번역과 조선색, 그리고 식민 문단
식민지 조선과 박물관의 정치학 - 재조선 식민 사회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탈식민의 욕망과 상상력의 결여-해방기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이장욱(李章旭)
전 공 분 야 문예창작
세부연구분야 소설창작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소설창작연습 소설창작실기

대 표 저 서
천국보다 낯선
고백의 제왕
칼로의 유쾌한 악마들

대 표 논 문 문화산업시대 문학의 존재론 : 레비나스와 바흐친의 외재성 개념을 중심으로
박형준(朴瑩浚)
전 공 분 야 문예창작
세부연구분야 시창작
학사학위과정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시창작입문 시창작연습 시창작실기
대 표 저 서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대 표 논 문 『徐廷柱詩選』의 공기적 성격과 상승과 하강의 변증법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KOR2031 현대문학입문 3 3 기초 1학년 1 학부공통선택필수1

KOR2032 국어학의이해 3 3 기초 1학년 1 학부공통선택필수1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3 기초 1학년 2 학부공통선택필수1

KOR2055 고전문학입문 3 3 기초 1학년 2 학부공통선택필수1

CRE2001 문학이란무엇인가 3 3 기초 1학년 1 학부공통선택필수2

CRE2003 시창작입문 3 3 기초 1학년 1 학부공통선택필수2

CRE2004 소설창작입문 3 3 기초 1학년 2 학부공통선택필수2

CRE2024 세계문학의이해 3 3 기초 1학년 2 학부공통선택필수2

KOR2069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 3 3 기초 1학년 1

KOR2070 한국고전대표작품읽기 3 3 기초 1학년 1

KOR2071 현대한국대표작품읽기 3 3 기초 1학년 2

KOR2072 한류문화읽기 3 3 기초 1학년 2

KOR2061 극문학론 3 3 기초 2학년 2 실습과목, 팀프로젝트

KOR2065 고전시가의세계 3 3 기초 2학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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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 국어국문학 전공 교과목 / CRE : 문예창작학 전공 교과목

※ 학부공통선택필수1(KOR)과 2(CRE)에서 각각 2과목 필수 이수

※ 선택필수 교과목(12학점)을 포함하여 KOR과 CRE 교과목을 합쳐 60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졸업시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한 전공을 주전공으로 함 

(단일 학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KOR2043 국어사자료강독 3 3 기초 2학년 2
KOR2062 국어어휘와표현 3 3 기초 2학년 2
KOR2066 한국한문산문읽기 3 3 기초 2학년 2
KOR2067 현대시강독 3 3 기초 2학년 2
KOR2068 현대소설강독 3 3 기초 2학년 2
CRE2008 시창작연습1 3 3 기초 2학년 1
CRE2009 소설창작연습1 3 3 기초 2학년 1
CRE2026 신화와스토리텔링 3 3 기초 2학년 1
CRE2028 영상문학입문 기초 2학년 1
CRE2021 시창작연습2 3 3 기초 2학년 2
CRE2022 소설창작연습2 3 3 기초 2학년 2
CRE2027 아동문학입문 3 3 기초 2학년 2
CRE4030 시창작실기1 3 3 전문 3학년 1
CRE4031 소설창작실기1 3 3 전문 3학년 1
CRE4032 희곡창작입문 3 3 전문 3학년 1
CRE4062 당대시강독 3 3 전문 3학년 1
CRE4035 시창작실기2 3 3 전문 3학년 2
CRE4036 소설창작실기2 3 3 전문 3학년 2
CRE4037 희곡창작연습 3 3 전문 3학년 2
CRE4063 당대소설강독 3 3 전문 3학년 2
CRE4058 문예사조 3 3 전문 3학년 2
KOR4063 국어의역사 3 3 전문 3,4학년 1
KOR4064 훈민정음의이해 3 3 전문 3,4학년 1
KOR4065 서사문화론 3 3 전문 3,4학년 1 실습과목, 팀프로젝트
KOR4072 국어학논문강독 3 3 전문 3,4학년 1
KOR4075 현대문학비평론 3 3 전문 3,4학년 1
KOR4079 국어음운과표준발음 3 3 전문 3,4학년 1

KOR4081
국어국문학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3,4학년 1

KOR4082
한국문학사테마론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3,4학년 1

KOR4083 한국고전명작세미나 3 3 전문 3,4학년 1 팀프로젝트
KOR4084 우리한시읽기 3 3 전문 3,4학년 1
KOR4085 고전과콘텐츠 3 3 전문 3,4학년 1
KOR4086 현대소설이론 3 3 전문 3,4학년 1
KOR4087 현대시이론 3 3 전문 3,4학년 1
KOR4066 고전시가론 3 3 전문 3,4학년 2
KOR4067 고전소설론 3 3 전문 3,4학년 2
KOR4070 중세국어문법의이해 3 3 전문 3,4학년 2
KOR4073 한국불교문학ㆍ문화론 3 3 전문 3,4학년 2 실습과목, 팀프로젝트
KOR4074 한국현대문화론 3 3 전문 3,4학년 2
KOR4076 문학연구방법 3 3 전문 3,4학년 2
KOR4077 현대국어문법론 3 3 전문 3,4학년 2
CRE4045 세계문학특강 3 3 전문 4학년 1
CRE4046 희곡창작실기 3 3 전문 4학년 1
CRE4056 아동문학실기 3 1 2 전문 4학년 1
CRE4060 논픽션연습 3 1 2 전문 4학년 1
CRE4052 시창작실기3 3 3 전문 4학년 2
CRE4053 소설창작실기3 3 3 전문 4학년 2
CRE4055 대중문학특강 3 3 전문 4학년 2
CRE4061 출판편집기술론 전문 4학년 2
CRE4064 영상문학연습 3 1 2 전문 4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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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필수 교과목(12학점)을 포함하여 KOR과 CRE 교과목을 각각 36학점(총 72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졸업시 2개 전공을 주전공 및 복수전공으

로 인정하며,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한 전공을 주전공으로 함 (복수학위, 동일한 경우 학생의 선택을 주전공으로 인정)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국어국문학 전공 
트랙

국어국문학전공:<현대문학입문>,
<국어학의이해>,<문화연구입문>,
<고전문학입문>
문예창작학전공:<문학이란무엇
인가>,<시창작입문>,<소설창작입
문>,<세계문학의이해>
※각 전공별로 2강좌 이수 필수

➡
전공 전문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

문예창작학 전공 
트랙

국어국문학전공:<현대문학입문>,
<국어학의이해>,<문화연구입문>,
<고전문학입문>
문예창작학전공:<문학이란무엇
인가>,<시창작입문>,<소설창작입
문>,<세계문학의이해>
※각 전공별로 2강좌 이수 필수

➡
전공 전문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

국어국문학
복수전공 트랙

<현대문학입문>,<국어학의이해>,
<문화연구입문>,<고전문학입문>

➡
전공 전문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

문예창작학
복수전공 트랙

<문학이란무엇인가>,<시창작입문>,
<소설창작입문>,<세계문학의이해>

전공 전문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

※ 출판편집, 텔레비전드라마 및 시나리오, 광고 홍보, 스토리텔링 등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국문문창취업멘토링 수업의 수강을 권장함

※ 특히 출판편집 및 영상제작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은 본 학과에서 방학 중에 운용중인 ‘1학과 1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권장함(최대 6학점 

취득 가능). 

 교과목 해설

KOR2031 현대문학입문 Introduction to Moder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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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to train the basic skills for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modern literature by 
generally dealing with the essence and functions of literature, characteristics of main literature 
genre as poetry, novels and play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general literature like the 
interpretation and assessment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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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the Korean language based on the linguistics, it will try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relationships of each linguistic unit in the Korean langue such 
as phonetics, phonemes, words, sentences and conversations, and acquire the common knowledge 
on the history, dialects and texts of the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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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2033 문화연구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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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troduces important theories for the cultural study as a basic training. Taking notice 
of contemporary cultural phenomena in Korea, it cultivates the basic skills for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observing various cultural phenomena. 

KOR2055 고전문학입문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고전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고전문학의 범위, 갈래, 역사 등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의한다.

The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cultivate the basic training and development for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nd move towards more profound and specialized research. The course will also summarize 
and define the basic content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terms of scope, kind, and history. 

CRE2001 문학이란무엇인가 Introduction to Literar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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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focus on understanding basic knowledge of creation of literary works.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gain theoretical insights of literary creation such as film, children 
literature, advertising copy, editing as well as literary genres like poetry, fiction, drama and essay, 
based on fundamental knowledge about disposition and function of literature.

CRE2003 시창작입문 Writing Poems : Introductory Course

시 읽기의 훈련을 통해 시 이론과 언어, 시적 문체를 익히고 창작 실습을 통해 자신의 개성적인 언어와 문체
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poetry theory, a poetic language skill, and poetic style through 
reading poems and will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voice, structure, and detail through 
creative writing.

CRE2004 소설창작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Fiction

소설 이론과 작품 분석 강의를 병행하여 이론과 창작의 관계, 실제적인 적용과정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창작실습을 통해서 확인한다. 

This course will explore fiction theory and evaluate literary works to discuss relations between 
theory and creation. Students will analyze and verify the real process of creative writing.

CRE2024 세계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World Literature

동서양 고전을 읽음으로써 문학에 스며있는 도저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정신을 체험하고 보편적 세계관을 이해하
며 현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자신의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문학 가운데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강독 과정을 통해 문학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사이의 교호관계를 살핀다. 

The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experience the culture and spirit of Orient and West reflected in 
literature, understand the universal views of the world, and develop a perspective on modern times 
by reading classics of Orient and West, thus acquiring the ability to apply them to their writings. 
The reading process involving the works whose classical value has been recognized in world 
literature will help them broaden their vision of literature and examine the exchanging relations 
between world literature and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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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2069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 Korean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 교수요목, 언어 기능, 언어 지식, 한국어 교수법 등 한국어교
육의 제반 영역을 이해한다. 

In this course, the goal an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er, syllabus, 
language skills, language knowledge, such as teaching Korean to understand the various area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2070 한국고전대표작품읽기 Reading the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본 강좌는 한국고전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읽고 그 의미와 외연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다양한 형태의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서 전통시대 문학의 성격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일반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며, 그 이해 정도에 따라 읽기의 심도가 다른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read representative Korean classic literary works and explore their 
works thoroughly. By reading those texts, we can learn about property and value of classical 
literary works in classics era. This course will separate into Korean and Foreigner and class will 
go long differently as level of understanding. 

KOR2071 현대한국대표작품읽기 Reading the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현대한국 문학의 중요한 특징과 역사적인 변화에 관해 배움과 동시에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자세히 읽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교수와 학생은 한국문학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 토론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한국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 강의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 모두를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about historical change and patter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read representative works. The lecturer and students discuss on the various theme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he reading the representative work is very important education to understand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culture. This lecture is for “Korean/foreigner”students both. 

KOR2072 한류문화읽기 Reading the Korean Culture in Korean Wave

본 강좌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류 현상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 음악,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선정하
여 분석한다. 더불어 한국 대중문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그럼으로써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about ‘Korean wave’ spreading all over the east Asia, and 
examine all kinds of genre’s of Korean popular culture products like dramas, musics, movies, 
fashions for this purpose. Also students can see critically, by learning about production method of 
korean popular cultures and aspect of consume. 

KOR2061 극문학론 Modern Korean Drama

극문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근대 이후 최근까지 창작된 극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며, 연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e course will guide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atrical literature and 
further appreciate, analyze and study works of theatrical literature from modern times to the 
recent years.

KOR2065 고전시가의세계 Critical Reading of Classical Korean Poetry

한국 전통시가 전반에 걸친 독해 능력을 기르고, 이에 대한 문학적 이해의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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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rains the reading skills for general Korean traditional poetry and broadens the understanding 
on literature.

KOR2043 국어사자료강독 Readings in History of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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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will read literary resources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medieval and the modern times, 
it helps to familiarize with the basic knowledge of the history of Korean phonemes, grammars and 
vocabulary, cultivate the student’s skills to read and understand the old literatures on one’s own, 
and prepare the ground for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n a 
systematic way.

KOR2062 국어어휘와 표현 Lexicology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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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as created to outline the current of the study on the semantics of the Korean language 
and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various areas in the semantics. This course trains the 
ability to identify and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expression and will seek to improve the skills 
for expression and correct use of our language in order to enhance the general understanding on 
the Korean study.

KOR2066 한국한문산문읽기 Readings Classical Korean Prose in Old Chinese

본 교과목은 동아시아 공동의 문어문학이었던 한문학 일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한국 한문산문 
작품을 시대와 주제, 문체에 따라 강독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표기수단인 한문 강독 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한국 한문산문문학의 제재적 특수성과 문예미학적 특질을 탐구하여 그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reading Korean prose written old Chinese according to period, subject and the style 
of writing based on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Chinese classics which is east asia’s common 
written literature. Through of this the class could enhance the competence of reading old Chinese 
and could study distinctiveness of subject in classical Korean prose in old Chinese.

KOR2067 현대시강독 Readings in Contemporary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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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selects and reads representative works from the enlightenment age to the liberation in 
the Korean modern poetry history. It cultivates the critical reading skills for the modern poetry and 
heightens the understanding on the its genealogy.

KOR2068 현대소설강독 Readings in Contemporary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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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read representative long novels and short novels from the times from the enlightenment 
age to the liberation in the Korean modern novel history. It cultivates the critical reading skills for the 
modern novels and enhances the understanding on the genealogy of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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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2008 시창작연습1 Writing Poems: Advanced Course 1

시창작이론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적인 시적 언어, 비유, 이미지 등의 조작 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
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확한 시 이해 능력을 기른다.

The object of this class is the development of creation of each student’s metaphor, poetic language 
skill, poetic devices, image, etc. based on the theory of poetry creation and encourage students to 
have the ability of accurate understanding.

CRE2009 소설창작연습1 Writing Fiction: Advanced Course 1

소설창작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적 방법의 다양성을 익힌다. 

This course will study a wide range of techniques to restructure a story into a novel based on the 
theory of fiction creation.

CRE2026 신화와 스토리텔링 Art of Storytelling

신화를 폭넓게 접하고 스토리텔링의 이론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이를 창작에 활용한다

The students will be exposed to a broad scope of myths and master the theories and methods of 
storytelling so that they can apply them to their writing.

CRE2028 영상문학입문 Introduction to Video Literature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등 영상관련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 구성 원리 및 작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서 영상 관련 텍스트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make students better understand writing for visual contents and to 
teach them the way to write and organize film scenarios, drama scripts and others. Therefore, this 
course would make students learn ability of creative writing for visual contents.

CRE2021 시창작연습2 Writing Poems: Advanced Course 2

‘시창작연습1’의 내용을 심화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in writing fiction and a continuation of “Practice in Writing of Poetry 1” 

CRE2022 소설창작연습2 Writing Fiction: Advanced Course 2

‘소설창작연습1’의 내용을 심화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in writing poetry and a continuation of “Practice in Writing of Fiction 1” 

CRE2027 아동문학입문 Introduction to Children’s Literature

창작동화, 아동극, 동시, 동요의 가사 등 아동과 관련된 문예물 전반의 이해와 창작의 기초를 익힌다.

This course will overall explore the basis of understanding and creative writing related to children’s 
literature by studying such texts as creative children’s story, children theaters, children’s poems, 
and nursery rhymes.

CRE4030 시창작실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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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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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be devoted to discussion and reflection to experience and result in craft of poetry. 
Students will cultivate their ability in writing poems through repeating a development of a personal 
viewpoint and language use. 

CRE4031 소설창작실기1 Craft of Fiction 1

각자의 소설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소설창작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확인한다. 하나의 대상
을 개성적인 시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실제 창작 기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will be devoted to discussion and reflection to experience and result in craft of fic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foster their ability through solving process and various problems of the 
real creation.

CRE4032 희곡창작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Drama

희곡론의 강독, 작품 읽기와 연극 감상을 통해 극적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연과 희곡의 관계를 이해함으
로써 희곡창작의 기초지식, 유의사항을 습득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reading drama texts and watching theater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drama language and learn a basic knowledge and principle that are needed to write drama.

CRE4062 당대시강독 Reading contemporary poetry

현재 활동 중인 동시대 시인들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적용되는 다양한 작가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고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how to write poet how to write poet that apply to 
complete a work through close reading Korean contemporary poetry and use these methods to write 
a new poem. 

CRE4035 시창작실기2 Craft of Poetry 2

‘시 창작 실기 1’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in writing poetry and a continuation of “Craft of Poetry 1”

CRE4036 소설창작실기2 Craft of Fiction 2

‘소설 창작 실기 1’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in writing fiction and a continuation of “Craft of Fiction 1”

CRE4037 희곡창작연습 Practice in Writing of Drama

극 양식에서의 대화의 특성에 주의하면서 희곡적 언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익히고 극적 갈등의 양상을 창조
하는 방법을 실기 위주로 공부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ents write a new drama and study how to develop dramatic conflict through 
understanding drama language especially in conversation.

CRE4063 당대소설강독 Readings in Contemporary Fiction

현재 활동 중인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적용되는 다양한 작가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고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a wide range of how to write novels and fiction stories 
that apply to complete a work through close reading Korean contemporary novel or fiction stories 
and use these methods to write a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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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4058 문예사조 Trends of Literary Art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가는 문학의 여러 사조들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The students will be guided to study and analyze various trends of literature changing according 
to times. 

KOR4063 국어의 역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우리말의 조상은 어떤 언어이며 고대, 중세, 근대국어에서 어떤 변화를 입어 현대국어에 이르렀는가 하는 국
어의 역사를 음운, 문법, 어휘 체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에 
이바지한다.

Centering on the systematical understanding on the areas of text, phoneme, grammar and 
vocabulary, it explores what is the progenitor of the Korean language and what kind of changes 
it has been influences by during the ancient, medieval and modern times. This course aims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and successive development of the culture of the Korean language.

KOR4064 훈민정음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Hunminjun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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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Sejong the Great invented Hunminjungem (訓民正音), the Korean script which our unique 
letters, he also made the manual book called 「Hunminjungem」to explain the use of it. This book 
is a great human heritage so precious and invaluable that it was registered as the world heritage 
of recording culturein 1997 by the UNESCO. This book explains the principles Hunminjungem was 
based on when it was invented and how to use it through concrete examples of the use. 
Hunminjungem is a remarkably scientific and unique letter system. Therefor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is book is necessary fo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uperiority of our 
letter system. This lecture will teach the changes of our letter lives and Korean orthography. In 
addition, it will present a great opportunity to take a look at the relative resources on 
Hunminjungem.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seek a way for the ‘Korean letters’to 
contribute to both the world culture and Korean culture at the end.

KOR4065 서사문화론 Narrative Culture: From Myth to Compute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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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현대문화의 영역에서 서사문화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Narrative, a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human cultures, is common to various modern cultures 
such as myths, tales, novels, dramas, movies, comics, animations and games. This lecture promote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popular culture as well as the classic literature, and has a view of 
prose culture in the modern culture.

KOR4072 국어학논문강독 Reading in Korean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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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Korean philology, This course will cultivate the ability to apply the 
Korean philology to various phenomena of our language by reading and understanding important 
essays on Korean education, Korean policy and life of the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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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4075 현대문학비평론 Criticism of Modern literature

20세기 문학비평을 주도한 이론을 학습하고 전범적인 비평 텍스트를 검토하여 문학비평을 위한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Students of this course will be guided to study the theories that led literary criticism in the 20th 
century, reviews canonical critical texts, and thus cultivate the basic qualification for literary 
criticism.

KOR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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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ttempts to build a systematic understanding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dialectics and the standard pronunciation of Korean language, on kinds of phonemes that 
differentiate semantics in Korean; on what systems and syntax are combined to deliver the 
meanings; and on how to pronounce in morphemes, words and sentence structure in standard 
Korean.

KOR4081 국어국문학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Seminar on writing graduation thesis for 
Korean Studies(Capstone Design)

국어국문학 전공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졸업논문을 작성하도록 돕기 위한 교과목이며, 국어학, 고전문학, 현
대문학의 3개 분반(각 20명)으로 진행한다. 먼저 논문작성의 의의와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지행한 다음, 수
강자 개개인의 논문 주제 과정을 함께 하며, 마지막으로 논문을 실제로 진척시켜 나가도록 한다. 

This course of study plans to support students to independently work on graduation thesis. The 
classes will be divided into three departments of Korean Linguistics, Korean Classics and Korean 
Modern Literature. Each class has 20 students. The course will practice student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aims of writing a thesis teaching how-to. Individual attendees will be able to develop 
primary themes to complete an outcome throughout the course. 

KOR4082 한국문학사테마론
(캡스톤디자인)

Study of Theories on Korean Literature 
History(Capstone Design)

한국문학사를 테마 중심으로 설정하여 이를 통시기적으로 검토하는 교과목이며,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2개 
분반으로 진행한다. 강의 초반에는 문학사에 대한 이론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여 수강생들의 테마 선정을 유
도한 다음, 그 테마들이 문학사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비판하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focus on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y the specified historical themes in 
diachronic orders. There will be two divided classes of Korean Classics and Korean Modern 
Literature. The course will practice mainly on the theories in history of literature which aims to 
help students to choose themes to criticize how the selected themes could be developed and to be 
understood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OR4083 한국고전명작세미나 Classical masterpieces Korea Seminar

고전산문의 대표적 작품들을 골라, 고전을 읽는 훈련과 작품들을 직접 읽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른다. 전체적
으로는 소설사적 맥락에 이어지도록 교과를 운영한다.

It selects representative works of classic prose in order to train the reading skills and how to appreciate 
the classics. In overall, the subject is oriented to be in continuance with the context of the novel history.



107국어국문·문예창착학부

02

문
과
대
학

KOR4084 우리한시읽기 Reading Classical Korean Poetry in Old Chinese

본 교과목은 한국한시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을 시대와 작가, 제재 및 형식에 따라 강독한다. 이를 통해 한국
한시문학에 대한 이해와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한시 작품에 대한 감상력을 높이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악부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한국한시문학사에서의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lass is reading representative Korean poetry in old Chinese according to period, subject and writer. 
Through of this the class could elevate the understanding of classical Korean poetry in old Chinese and 
an appreciative power. Furthermore by enrich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n AkBu poems(樂府詩), the 
class could estimate the phase of Korean AkBu poems in the history of classical Korean poetry.

KOR4085 고전과 콘텐츠 Classical an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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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법 등 실제 현지조사도 가능한 한 곁들이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discuss to newly light on interesting material of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nd 
gropes for method of practical use. 『Remnants of the Three Kingdoms삼국유사』 and the like are 
the original form of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nd the treasury of story and character. This 
course are looked forward to reconstruct some works like 『Remnants of the Three Kingdoms』 and 
to enhance literary competence.

KOR4086 현대소설이론 Theories of Modern Korean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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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cludes the important questions for appreciating, interpreting and assessing modern 
novels. To foster the understanding of essential principles and elements of structures constituting 
novels, it will both study the theories and read the literature.

KOR4087 현대시이론 Theories of Modern Korean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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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builds an analytic understanding of the skills of expressions and the subjects of various 
theories in modern poetry, but reads extensively on English and French poetry and focuses on the 
current trends of Korean poetry.

KOR4066 고전시가론 Theory of Classical Korean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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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looks at the general values and peculiarities of Shinla folksongs, Koryo folksongs and 
Chosun poems and songs, then advances furth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ncient poems and 
songs in the broad context of Korean literature.

KOR4067 고전소설론 Theory of Classical Korean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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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generally looks at the historical progress and types of old Korean novels along with the famous 
writers and works of the time, and attempts to have a distant view of abundant heritage of old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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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4070 중세국어문법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Middle Korean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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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연계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 한국어 문법의 여러 현상을 거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강좌이다.

This course is offered to outline the overall grammars used in the medieval and modern times and 
explore the connections among ancient, medieval and modern grammars of Korean.The rational 
explanatory works among the preceding researchers’ study results will be selected as the main themes 
of the course. The period is from the middle 15th century to the late 16th century. The data are selected 
from the Korean literatures published between these times. This study will facilitate the profound 
understanding of various formal and syntactic phenomena of medieval Korean including the Korean 
script (Hunminjeongeum). Moreover, the grasp of historical connection between ancient and modern 
Korean will assist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n various phenomena of the modern Korean grammars.

KOR4073 한국불교문학·문화론 Buddhist Literature and Cul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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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ttempts to understand the cultural tradition of Buddhism which has drawn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modern age built upon the material civilization, and seeks to theorize 
Buddhist culture or cultural theory through which to accept and distribute the Buddhist culture in 
a modern sense. Especially, it gives a special attention to the postcolonial theory focused on the 
minority identity, and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ecologism and Buddhist thinking.

KOR4074 한국현대문화론 Theories of Modern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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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ttempts to grasp the changing aspects of Korean modern culture resulted by the 
elevated status of new digital media like internet and video and popular culture. It enhances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culture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centering on the 
concrete example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modern culture.

KOR4076 문학연구방법 Methods for Lite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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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dealing comprehensively wi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confronted in the study of 
literature, it enriches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methodology for the literary study. The general 
theories necessary for the serious study of literature will be examined by types and the skills for 
practical application fostered.

KOR4077 현대국어문법론 Modern Korean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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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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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ttempts to acquire the sufficient amount of accurate knowledge of the basic units and 
categories so as to understand the words and structures of sentences in the Korean language. The 
ability to discover and solve new problems will be developed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 
achievements of important previous studies by their topics, on the morphology of the Korean words 
and syntax of sentences.

CRE4045 세계문학특강 Special Lecture on World Literature

세계문학 가운데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강독을 통해 문학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세계
문학과 한국문학 사이의 교호관계를 살핀다. 

This course will encourage students to broaden their viewpoints through review of the classical 
works among world literature, and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world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CRE4046 희곡창작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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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orks with new dramas created by students. Students are encouraged to write their own 
drama throug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students also discuss pulished dramas including TV 
dramas, scenarios, etc, learn lessons on craft.

CRE4056 아동문학실기 Writing Children’s Literature

어린이의 동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 창작방법과 문체, 형식 등을 실제의 창작을 통해 익히고 
강평에서 문제점을 지적, 수정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reate their own literature for children. we will identify and evaluate 
writing methods, style, formation as revealed in children’s literature through discussion.

CRE4060 논픽션연습 Practice in Non-Fiction Writing

논픽션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The students will engage in practice to understand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non-fiction 
and put them to actual use.

CRE4052 시창작실기3 Craft of Poetry 3

‘시 창작 실기 2’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in writing poetry and a continuation of “Craft of Poetry 2”

CRE4053 소설창작실기3 Craft of Fiction 3

‘소설 창작 실기 2’의 과정을 심화 발전시킨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in writing fiction and a continuation of “Craft of Fiction 2”

CRE4055 대중문학특강 A Special Lecture on Popular Literary Writing

대중문학 및 베스트셀러물의 실제 강독과 분석을 통해 대중적 취향의 영향과 그 특징적 요소를 발견하고 미학
적 가치 및 문화론적 시각의 다양한 관점을 공부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nalyze popular literature to find the effect of popular tas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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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tion through reading and study various viewpoints of aesthetic or cultural value about 
popular literary writing.

CRE4061 출판편집기술론 Publishing and Editing

출판과 편집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잡지, 단행본, 신문, 전자책 등 각종 출판물의 편집상 특징과 차이
를 익힘으로써 실용적인 편집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will explore the basic knowledge of publication and editing. Students will cultivate the 
ability of practical editing through understanding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each 
publications such as magazine, book, newspaper, e-book and others.

CRE4064 영상문학연습 Video literary practice

영상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 중 영화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의 구성 원리 및 작법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영상물에 대한 시나리오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The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develop an overall understanding of film literature and study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 and methods of scenarios, the scripts of movies, so that they can cultivate 
the abilities to write a scenario for an actual vide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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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문학전공에서는 소규모 수업을 할 수 있도록 3인

의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여, 1,2학년 과정에서 영어

회화실습, 글로벌영작문, 영문법과말하기연습, 및 

영미문화 관련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용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3,4 학년 

과정에서는 영어권문화와 청취, 영미문화연구, 미국

문학과 글쓰기 연습, 문화상품의 이해와 소개, 미국

문화와 영화, 포스트모더니즘과 21세기영문학 등의 

교과목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문학, 문화에 관련한 

다양한 텍스트를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여, 스스로 비

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로 진행하는 다수의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이 단

순한 영어 회화의 수준을 넘어서, 영어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영어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수준 높은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

도록 한다. 인문학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문학이 경영을 바꾼다”라는 최근의 기업계의 동향

에 맞추어, 영어문학전공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인재 개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영어 구사 능력을 통한 인문학 교육

에 앞장서고 있다. 

 학과(전공) 소개

- 1946년 동국대학 문학부로 출발.

- 1953년 동국대학이 종합대학교인 동국대학교로 승

격되면서 영어영문학과로 편제.

- 1979년 야간 영어영문학과를 신설.

- 2002년 학과제가 영어영문 학부제로 개편.

- 2005년 야간 정원을 주간으로 전환하여, 영어영문

학과와 영어통번역학과로 나누어짐.

- 2011년도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최상위 학과로 

선정.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

는 세계적인 안목과 적응력, 그리고 분석적이고, 창의

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한다. 

영어문학전공은 이제 과거의 영문학 전공과 달리 영미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평, 문화, 영화 등 다양한 영어 텍스트를 학생들이 

스스로 독창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를 논

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전통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인문학 정전을 

읽고 영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영어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고, 오늘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에 부응하여, 포스트모던 문학 그리고 트랜스내셔널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영어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문학

적 인재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50여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어문학전공은 이미 주요 방송국의 기자, 

아나운서, PD 등 인지도 있는 다수의 인재를 양성하였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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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 기업체, 금융계, 광고업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진의 위치에 있는 수많은 선배들이 후배들

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영어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

하는 공무원, 기업체의 일반사무직 뿐만 아니라, 영

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금융계와 무역업, 그리고 창조

적이고 비판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는 방송계 

및 광고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 진출하고 있다. 

1. 일반 사무직 

영어문학전공 학생들은 공무원 등 일반 사무직에 활발

히 진출하고 있다. 또한, 영어구사 능력을 필수로 하고 

기업 운영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업종의 

취업을 위해서, 영어문학 전공을 주전공으로 하고, 경

영학, 경제학, 국제통상학, 회계학 등을 복수전공하여 

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다. 

2. 전문직 

우수한 영어회화 구사 능력과 수준 높은 영어 텍스트

를 이해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필수 요건으

로 하는 외국계기업, 언론방송계, 무역업, 중고등학

교 영어교사, 문화 기획사, 문학 번역가, UN 및 산하 

국제기관의 사무직, 동시통역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교수 소개

김 영 민
전 공 분 야 현대영미시와 현대비평이론 
세부연구분야 미국시, 영국시, 아일랜드문학, 캐나다문학, 정신분석학, 포스트모더니즘, 초국가주의, 비교문학, 세계문학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조리대학교(미국)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트랜스내셔널 
현대영미시

포스트모더니즘과 
21세기영문학

정신분석학으로본 
영화와문학

영어문화의세계

대 표 저 서
에즈라 파운드: 포스트모던 오디세이아(1998)
현대미국생태시의 이해(2008)
새로운 시론 탐구(2009)

대 표 논 문
The Ethics of Othering in the Era of Transnationalism
Transnationalism in William Butler Yeats and Louise Bennett
The Topology of Extimacy in Language Poetry: Torus, Borromean Rings, and Klein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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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D) 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영어문학입문 문화상품의이해와소개 연극을통한영어연습 영미문학과공연예술
대 표 저 서 기호학으로 본 연극세계(2000),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2013)

대 표 논 문
One mirror is Not Enough in Samuel Beckett’s Oeuvre
A Bourdieun Reading of Pygmalion
메타연극의 정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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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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 2005)
들뢰즈와 탈근대 문화연구 (당대, 2010)
자유로운 몸으로 영화를 철학하다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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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문학과글쓰기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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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성 중
전 공 분 야 영국문학
세부연구분야 19세기 영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영어문학입문 빅토리아시대 문학과문화 영어권문화와청취 영국낭만주의의이해

대 표 저 서
윌리엄 워즈워스 다시 읽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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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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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승 현
전 공 분 야 영국소설
세부연구분야 18세기, 19세기, 현대영국소설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braska-Omaha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담 당 과 목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영국낭만주의의이해

대 표 저 서 근대영국소설

대 표 논 문

20세기 영국소설의 이해
Paul Morel’s Identification and Alienation: A Lacanian Reading of D. H. Lawrence’s Sons and Lovers
“At last I could row no further”: The Inaudible Cry of the Marginal In Robinson Crusoe, Foe, and 
Woman at Point Zero

James 
O’Sullivan
전 공 분 야 American Novel
세부연구분야 Literary Criticism
학사학위과정 써섹스대학교(영국)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브라이튼대학교(영국)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담 당 과 목 영어회화실습1 영어회화실습2 글로벌영작문 영국낭만주의의이해

대 표 논 문

Cormac McCarthy’s History Through a Glass Darkly: Blood Meridian as an Aesthetically Rational 
Response to a Darkening World
‘No Direction Home’: Transhistorical Misreadings of Cormac McCarthy
Mapping Oblivion in The Road: America’s Last Adam and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Oakley James 
Atterson

전 공 분 야 영미소설
세부연구분야 Origin of the novel, 18th century, 19th century, Realism, Naturalism, Melville
학사학위과정 테네시대학교(미국)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테네시대학교(미국)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담 당 과 목 영어회화실습1 영어회화실습2 글로벌영작문 영국낭만주의의이해

대 표 논 문
“Great me patience!”: The Gothic Novel’s Critique of Orality
“The Encantadas” as an Argument against “Annexation”
A Hazard of New Fortunes: “Written from the Antimarriage Point of View”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NG2003 영어회화실습1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선택필수
ENG2007 영어권문학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NG2015 영어회화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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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2022 근대영국소설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NG2023 영화속의문학 3 3 　 기초 학사1~2년 　 1
ENG2024 영미문학배경 3 3 　 기초 학사1~2년 　 2
ENG2027 영문법과말하기연습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선택필수
ENG2029 영어문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선택필수
ENG2030 글로벌영작문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선택필수
ENG2031 영어문화의세계 3 3 　 기초 학사1년 영어 2
ENG2032 멘토프로그램(정신분석학과영문학) 1 　 1 기초 학사 1~2년 영어 1,2 　
ENG4005 세익스피어 3 3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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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 복수전공 및 편입생 모두 적용

선택필수 수강대상자는 부여받은 교육과정년도에 따라 적용됨.

  ￭ 졸업 이수 조건으로 위의 선택 필수 과목(2013년 기준) 중 3과목(9학점) 이상 수강 필요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NG4020 미국문학과글쓰기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24 연극을통한영어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NG4028 현대미국소설 3 3 　 전문 학사3~4년 　 1 　
ENG4031 텍스트와비평 3 3 　 전문 학사3~4년 　 1 　
ENG4040 영미문화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43 페미니즘과영문학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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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4047 현대영국소설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48 영어권문화와청취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50 영국낭만주의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ENG4053 트랜스내셔널현대영미시와세계문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NG4054 포스트모더니즘과디지털인문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영어교사

영어회화실습(I),(II)
근대영국소설
영어문학입문
영어권문학

영문법과 말하기 연습
글로벌영작문
영미문학배경

➡

미국문화와 영화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셰익스피어
영국낭만주의의 이해

트랜스내셔널 현대영미시와 
세계문학

페미니즘과 영문학
영미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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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관리직,
해외사업 분야

영어회화실습I, II
영어권문학
영어문학입문
영화속의문학

영미문학과공연예술
미국학입문
영미문학배경

➡

미국문화와 영화
문화상품의 이해와 소개

텍스트와 비평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영미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지털인문학

영어권 문화와 청취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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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상의이론과실제(국제통상)
무역영어(국제통상)

국제무역과마케팅(국제통상)

언론 방송사,
영미문화전문가

영어회화실습I, II
영어문학입문
영어권문학

영미문학과공연예술
영화 속의 문학
미국학입문

영문법과 말하기 연습
영어문화의 세계

➡

트랜스내셔널 현대영미시와 
세계문학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텍스트와 비평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지털인문학

페미니즘과 영문학
현대영국소설

문화상품의 이해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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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학특강(문예창작)
서양연극사1(연극)

영상산업론(영화영상)
세계영화사(영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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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복수전공자

영어문학입문
영어권문학

영어회화실습I, II
근대영국소설

미국문화와 영화
글로벌영작문

영어문화의 세계

➡

트랜스내셔널 현대영미시와 
세계문학
셰익스피어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영국낭만주의의 이해

빅토리아시대 영문학과 문화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지털인문학

현대영국소설
영어권 문화와 청취

각각의 전공 교과목

ENG2003 영어회화실습1 English Conversation Practi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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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지
도록 한다.

Students of this class learn to speak on a variety of topics in English. Through reading selections 
from the textbook, they acquire the use of advanced-intermediate vocabularies in context. The 
accompanying tape also provides practice in listening to native speakers with a variety of American 
accents and a RP British accent.

ENG2007 영어권문학 Literature in English-Speaking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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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of literary works in English speaking nations such as Australia, Canada, Ireland, South 
Africa, Jamaica, India etc. The works are reviewed from postcolonial viewpoints.

ENG2015 영어회화실습2 English Conversation Prac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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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of this class learn to speak on a variety of topics in English. Through reading selections 
from the textbook, they acquire the use of advanced-intermediate vocabularies in context. The 
accompanying tape also provides practice in listening to native speakers with a variety of American 
accents and a RP British accent.

ENG2017 영미문학과공연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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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ing on drama,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ields in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the 
course intends to understand drama as a performance art. It reviews Greek drama and myths, and 
major drama works which become genealogy of the dram history. Students can experience a 
three-dimensional feature of drama as a performance art through use of multimedia materials.



117영어문학

02

문
과
대
학

ENG2021 미국학입문 Introduction to Ameir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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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tires to find out answers to the questions: What is American literature ; How is it 
different from European literature ; and where does it stand in the world literature  Through 
American literature, it intends to understand history, culture, and society of America.

ENG2022 근대영국소설 British Fiction to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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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to analyze the novels from many perspectives, starting from the eighteenth-century 
pioneering writers, Defoe, Swift, Fielding, Richardson to nineteenth-century writers Austen, Eliot, 
Dickens, Hardy, Bronte. We study intensively study major works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British fictions to 1900 in terms of social, cultural, philosophical, psychological views.

ENG2023 영화속의문학 Literature in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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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ern of this course is to research of the mutual similarity between the language image of 
literary and the screen image of cinema using as the class course texts, and understand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literature and cinema, seeking to find their values and meanings in Cultural Studies.

ENG2024 영미문학배경 Background to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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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ern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irth place of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The 
two main traditions in the way of thinking have been running as two main substreams in Western 
literature and culture in general. The study of the related sources including Greek mythology will lead 
to comprehension of these two traditions and understanding of the birth place of English literature.

ENG2027 영문법과말하기연습 English Grammar for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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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each English Grammar based on speaking so that students can 
improve their grammar skill as well as speaking skill.

ENG2029 영어문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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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vers following masterpieces in the early part of English literature: Beowulf, an epic 
poem in Old English; romance, mediaeval religious lyric; mediaeval morality plays like Every man; 
Renaissance sonnets; Shakespeare’s plays; Metaphysical poems; Milton’s poems; Dryden’s works in 
the restoration period; Pope’s and Dr. Johnson’s writings; and finally some 18th-century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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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2030 글로벌영작문 Global English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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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learn basic English sentence patterns and how to use composition tools such as reasons, 
examples, chronology, and comparison as well as essay forms. This course also helps students use 
words and idioms effectively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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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to initiate students to the world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by experiencing 
both written and electronic reading materials , and to bring up a prime mover of the global culture.

ENG2032 멘토프로그램
(정신분석학과영문학)

Psychoanalysis and Literatures in English

본 세미나는 자끄 라깡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중심으로 우울증이나 증상에 해당하는 정신분석학적 이해를 위
한 이론과 실제를 천착하고, 영문학에 나타난 증상의 문학을 조사연구하며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정신분석
학과 영문학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면서, 문학 작품에 구현된 인간 본연의 정서를 연구한다. 

ENG4005 세익스피어 Shakespeare

Shakespeare는 영국의 르네상스기가 낳은  서양문학의 절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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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를 돕기 위한 그의 세계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다.

The dramas of Shakespeare are the pinnacle of British drama and of English literature. In order 
to gain an insight into Shakespeare’s vision of life and humanity, as well as an appreciation of the 
essentials of his art, this course is devoted to at least one of his four major tragedies and at least 
one of the representative romantic comedies. This course covers the study of Shakespeare, the 
Elizabethan world picture, and the Renaissance in general.

ENG4020 미국문학과글쓰기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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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to practice students’ critical writing based on materials presented in American 
literature from the 17th century up to now. The materials include historical documents, films, short 
stories and novels.

ENG4024 연극을통한영어연습 English Exercise through Drama

기존의 독해능력과 문학성 배양에 중점을 둔 희곡수업에서 벗어나 연극공연을 녹화한 video-text를 이용하
여 수강생들이 눈과 귀를 동시에 활용하여 텍스트적 의미와 연극적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도록 한다. 수업 
중 소통 언어는 주로 영어로 하며 멀티미디어 교육환경효과를 배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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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teaching style (focused on reading and literary talent), this course uses 
video texts which have recorded actual drama performance, which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meaning of drama. This class is carried out mainly in English and multimedia is utilized.

ENG4028 현대미국소설 Modern American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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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reading the selections of major American novels, the course analyzes and compares the themes and styles 
in the works, and examines the general character and modernity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s.

ENG4031 텍스트와비평 Texts and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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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examines theoretical flow of literature that we find in the texts of literary criticism. It provides 
research on how differently the actual literary texts can be read according to various viewpoints, 
and it also practices tran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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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점들을 조명한다.

A survey of the literary theories since Plato, Aristotle’s poetics, Plato’s ‘Ion’ through Wordsworth, 
Arnold and modern critical theory including Structuralism and Deconstruction.

ENG4043 페미니즘과영문학 Feminism and English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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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literary works, it aims at understanding biased views of females shown in England in 
English literature. It also critically examines the anti-feminism tradition in the English literature, 
comparing with feminist literature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ENG4044 미국문화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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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인가 등을 다룰 것이다.

This class deals with American culture in general both in written and visual texts. In more detail, 
it tries to make a definition of American culture, seeking to find its multi-cultural examples, and 
finally comparing it with other cultures.

ENG4045 빅토리아시대영문학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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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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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n age is a significant period which bridges Romanticism and modern literature. This course 
deals with major poems of Tennyson and Browning, proses of Arnold and Mill, Art for art’s sake, 
Decadence, Pre-Raphaelitism, and Impressionism.

ENG4046 문화상품의이해와소개 English Briefing on Korean Cultural Products

수강생들의 영어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의 문화 상품을 외국인들에게 소개
하거나 시사적인 현안에  브리핑하는 기술을 가르친다. 발음, 자료수집, 원고 작성, 발표 기술 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the students’ presentation skills in English. The students are encouraged 
to make a skillful briefing of Korean cultural artifacts or some current issues at class which is conducted 
in English. The lecture will focus on pronunciation, data collection, composition and delivery skills.

ENG4047 현대영국소설 Modern British Novel

Conrad, Lawrence, Joyce, Woolf 등의 모더니즘 주요작가들의 대표작과, 1930년대 이후의 Golding, 
Murdoch, Fowles과, 최근의 Winterson에 이르기까지 영국소설을 정독한다. 현대영국소설의 특징을 개관하
고 다양한 현대비평이론들을 접목시켜 소설에 대한 비평적인 해석능력을 향상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read the representative modern fictions from Conrad, Lawrence, 
Joyce, Woolf as Modernists, to Golding, Murdoch, Fowles, and recently Winterson. We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British fictions and try to improve critical abilities by applying various 
modern critical theories to the fictions.

ENG4048 영어권문화와청취 Global English Cultures and Listening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문화 전반에 관한 문화 텍스트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텍스트들을 청취하여 지구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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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global cultures and their varieti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global english cultures and the listening of their cultural texts, seeking to 
understand the English cultures in Australia, Newzealand, South Africa, India and so on.

ENG4053 트랜스내셔널
현대영미시와세계문학

Transnational Modern Contemporary Poetries 
in English and Worl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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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과 개별
성을 공유한다.

ENG4050 영국낭만주의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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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say that English poetry is the essence of English literature, romantic poetry of the 19th 
century is the essence of English poetry. Centering on William Wordsworth, the romantic poetry 
will make us this of nature, love, life, death, etc.

ENG4054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지털인문학

Postmodernism and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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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영어통번역학

02

문
과
대
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

 
영어·통번역학 전공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인간 언어의 본질을 밝히는 도구로써 영어를 가르치

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통의 기술과 분석적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적 역량을 발휘할 

유능한 인재로 길러내는 데 있다. 

영어·통번역학 전공은 다음과 같은 인재상을 설정

하고 있다.

1.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시민

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의사소통 전문가, 국제

영어전문가 양성

2. 언어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적 안목

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할 전문인 양성

3. 영어에 대한 통찰과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방

법을 개발하여 다음 세대의 인재를 키워낼 영어교

육 전문가 양성

 학과(전공) 소개

영어·통번역전공의 1.2학년 전공 기초과정은 영어

학 입문, 영어음성학과 발음연습과 같은 영어 기초과

목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어청취,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한 영어말하기, 기초적인 

영어글쓰기 과목과 통역 및 번역의 기초과목을 통해 

실용적인 영어구사능력을 숙달시키는데 치중한다. 

3.4학년 전공 전문 과정에서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영한 및 한영 순차통역, 문

학번역, 실무번역, 영상예술번역 등과 같이 본격적이

고 전문적인 통·번역 실무과목을 다룬다. 또한, 정

규 교과 과정 외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특강, 다양

한 과외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의 연계 등 영어를 접하

고 활용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영어·

통번역전공의 특성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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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히 영어·통번역은 종래의 순수 문학 및 어학 위주의 

연구 교수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을 보다 

실천적인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망한 학문이다. 전국

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통·번역학을 

독립 학과로 창설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선구적

인 위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

번역의 기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부단히 수정, 기획

해 나가고 있다. 영어학 기초이론의 학습을 통해 영어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지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통·번역의 기초 및 전문 기술

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실용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최근의 학문 조류에 부응할 것이다.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English Interpretation &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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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영어·통번역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영어 및 통번역

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학교에서 배

운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영어·통번역 전공학생들은 국제화, 세계

화 시대의 의사소통 매체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 

해지고 있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써 학문연구는 물론 다양한 직업의 탐색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영어·통번역 

전공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로는 회

의 통역사, 번역사, 국제무역 분야의 의사소통전문

가, 출판번역 기획 및 번역사업, 언론사 등 매우 다양

하다.

 교수 소개

조 의 연
전 공 분 야 의미, 화용론
세부연구분야 의미론, 번역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llinois 언어학과 언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llinois 언어학과 언어학박사
담 당 과 목 영어의미와 용법 번역학입문 영어화용론과 번역

대 표 논 문
병렬 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과 모순을 중심으로
Some fallacious arguments for the autonomy of syntax and limits of Autonomist functionalism
인지의미론에서 본 영어 상호-사건 관계 and 접속구문

박 명 관
전 공 분 야 형태론
세부연구분야 형태론, 통사론, 인지신경언어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박사
담 당 과 목 영어학 입문 실용영문법 영어형태론과 어원

대 표 논 문
영어관계구문 세부유형의 통사의미 접합면에서의 정치한 표상화 연구: 재구성 현상을 중심으로
On Postposition Pied Piping and Stranding in Subjectless Cleft Constructions of Korean
영어 비교구문에서의 이동과 생략의 상호작용

박 윤 희
전 공 분 야 영문학 및 번역학
세부연구분야 중세 및 르네상스문학, 해석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orth Texas 영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orth Texas 영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시사영어강독1, 2 해석학과 번역 다문화연구

대 표 논 문
크레세이드와 앤 프랑크포드: 친절로 죽은 여인들에 대한 단상
남성담론과 결혼의 정치학: 초서의 옥스퍼드 서생의 이야기 연구
문제극의 문제: 셰익스피어의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연구

김 순 영
전 공 분 야 영어통번역학
세부연구분야 번역이론, 문학번역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박사
담 당 과 목 번역학입문 영한순차통역1,2 정치경제번역

대 표 논 문
문학 작품 속의 감정은유 번역 -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본 “슬픔(哀)”과 “화(怒)”의 한영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본 언어유희(pun)의 번역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소설제목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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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범 식
전 공 분 야 통사론
세부연구분야 통사론, 신경언어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박사
담 당 과 목 영어학입문 실용영문법 영어문장구조론

대 표 논 문
A Note on the Locality of Covert Movement
Fragments and Ellipsis
Focus Movement in Sluicing

Charles 
Montgomery
전 공 분 야 문학
세부연구분야 영어교육, 문학번역, 번역비평

학사학위과정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Interdisciplinary Studies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Arts in English 문학석사
담 당 과 목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English Essay Writing Debate & Public Speaking

대 표 논 문
Review of Land of Exile in Acta Koreana (Summer, 2008) ISSN 1520-7412
Photo-essay on Korean Marriage in Education about Asia (Spring, 2008) ISSN 1090-6851
Review (With Ed Park) of Cho Se-Hui’s The Dwarf in Acta Koreana (Winter, 2008) ISSN 1520-7412

Angela 
Rossolo

전 공 분 야 문학
세부연구분야 영어교육, 글쓰기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Oregon Curriculum & Teaching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SUNY at Brockport French and English 문학석사
담 당 과 목 영어청취 English Essay Writing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IT2002 영어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선택필수
EIT2023 영어청취1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선택필수
EIT2024 Discussion & Presentation English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IT2014 시사영어강독1 3 3 기초 학사1~2년 1 선택필수
EIT2038 텍스트유형과 번역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IT2035 영어형태론과 어원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IT2034 Theories & Methodologies in TESOL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EIT4018 영어의미와 용법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IT4019 영어문장구조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IT4020 시사영어글쓰기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IT4049 해석학과 번역 3 3 전문 학사3~4년 1
EIT4045 영한순차통역1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선택필수
EIT4047 한영순차통역1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IT4051 정치경제번역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EIT4052 졸업논문캡스톤프로젝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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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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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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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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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IT2042 Debate & Public Speaking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EIT2026 통역기초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선택필수

EIT4042 Materials & Curricular
Development in TESOL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IT4050 영어화용론과 번역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선택필수
EIT4054 문학과 영상번역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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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T4055 영어통번역학 전공 커리어 멘토링 3 3 전문 학사3~4년 2

2영어학사3~4년전문33졸업논문 캡스톤 프로젝트 2EIT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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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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하여 언어의 본질을 이해한다. 또한 기초 영문법을 학습하면서 영문법이 영어 읽기 및 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study of the English language. The course investigates 
the syntactic, semantic,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Students will learn basic 
English grammar and apply the knowledge to English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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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야를 모두 포함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olidify knowledge about English grammar 
and practice applying the knowledge in English reading writing. The course not only deals with the 
various aspects of the traditional grammar, but also explores its sociolinguistic function in real use.

EIT2014 시사영어강독1 Current English I

학생들의 어휘력, 독해력,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로 주로 시사 잡지, 신문 등 정기 간행물을 텍스트로 
삼아 집중 훈련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reading ability and broaden their views of the world 
by reading English materials including newspapers and magazines.

EIT2018 EnglishEssayWriting EnglishEssay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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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acquaint students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effective writing 
and give extensive practice in applying the basics through regular writing. Since revis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and integral part of the writing process, students will be expected to 
submit several drafts of essays which they will develop and polish throughout the semester before 
the essays are submitted for grading. In addition to writing, students will read and analyze essays 
on contemporary issues and take part in peer evaluation exercises, which will help them and their 
peers perfect their writing.

EIT2022 시사영어강독2 Current English II

시사 영어 강독 I 보다는 전문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실무적인 전문 용어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의 어
휘력, 독해력,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시사 잡지, 신문 등 정기 간행물을 텍스트로 삼아 집중 훈련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reading course. While the course deals with current issue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like Current English 1, it focuses on more professional topics and technical terms, 
which can be useful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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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2023 영어청취1 English Listening Practice 1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본격적인 통역연습을 위한 예비단계로 학생들의 듣기능력을 함양하는 강좌이다. 교
육, 예술, 정치, 경제 등 영어권 문화의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접근함으
로써 영어 듣기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listening proficiency, which will improve thei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retation skills. Students will be exposed to a variety of 
English texts in education, arts, politics, econom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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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력
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presentation skills in English. Students will 
discuss various topics in current events and learn how to present their thoughts effectively in public.

EIT2026 통역기초 Basic Interpreting

통역의 실제 및 이론에 관한 입문강좌로, 통역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나아가 통역을 직업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강좌에 해당한다. 주어진 텍스트를 보고 곧바로 문장 단위로 통역하는 방식인 문장구
역(sight translation)과 순차통역에 필수적인 노트테이킹(note-taking)에 관한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익힘으
로써 향후 “영한순차통역”, “한영순차통역” 수업을 위한 기본 능력을 함양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in consecutive interpreting. The focus of this course is on practising 
“sight translation” (giving an oral rendition in one language of a text in another while reading that 
text for the first time) and “note-taking,” both of which are practical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kills. In this course, a wide selection of texts will be used to help the 
students hone their interpret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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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n advanced listening course that follows English Listening Practice 1. The course will build 
up students’ listening skills by engaging them in intensive listening to the language used in a 
variety of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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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learn how to pronounce English sounds on the basis of articulatory phonetics. They apply 
their knowledge of articulatory phonetics to a phrasal level. This course requires students to 
practice English sounds on a regular basis at a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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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고 총체적 언어교육(Whole Language Approach) 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배우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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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examine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hrough 
descriptions & discussions of 7 different types of teaching methods, such as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 DM (Direct Method), ALM (Audiolingual Method), Suggestopedia, CLL (Community Language 
Learning), TPR (Total Physical Response), and 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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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mprehensive and thorough analysis of word building, involving a complete examination of 
English morphology and etymology, stressing Greek, Latin, and native roots, prefixes, suffixes. 
Designed also for general vocabulary enrichment.

EIT2038 텍스트 유형과 번역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본 과목에서는 언어적 층위에만 머물렀던 기존의 번역이론 및 방식을 탈피하고 번역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고려하여 텍스트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번역전략을 연습한다. 학생들은 텍스트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는 다
양한 번역방식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번역자질을 습득한다. 

This course gives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move beyond a consideration of lower linguistic 
levels (e.g. the mere words on the page) towards a consideration of the communicative purposes 
of translation. The students can learn translation methods appropriate to the type and function of 
a text. thereby acquiring ‘translation competence’ required in the translation market.

EIT2041 번역학입문 Introduction to Translation

번역의 실제 및 이론에 관한 입문강좌로, 번역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나아가 번역을 직업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강좌에 해당한다. 번역의 체계적 이해에 필요한 기초 언어학적 개념들을 소개하는 
한편, 번역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습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번역시장의 
동향 및 전망, 전문 번역사로서 구비해야 할 능력과 자질, 직업윤리 등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designed for translation majors or those interested in translation 
studies. Through this course, the students learn the basic theoretical principles of translation and 
the ways to apply those principles to their actual translation process.

EIT2042 Debate & Public Speaking Debate & Public Speaking

본 과목에서는 단편소설 및 영화자막의 번역을 통해 문학텍스트 및 영상물의 특성을 이해한다. 번역작업 가
운데 가장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번역과 함께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상번역의 특징 및 원칙 등이 주로 학습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students’ logical thinking and persuasive speaking skills. 
Students will learn the rules of debate, logical relations, effective arguments, and rhetorical 
techniques. They then will be given opportunities in class to make their own speech and have 
feedback from the teacher and classmates.

EIT4018 영어의미와 용법 English Semantics and Usage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등 전통적인 의미관계를 다루고 인지 의미론의 관점에서 영어 의미현상 가운데 은유와 
의미확장을 주로 다룬다. 또한 은유현상을 통하여 은유와 관계된 영어의 용법을 다룬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The course explores the 
traditional meaning relations such as polysemy and homonym, and focuses on metaphor, its use in 
English, and meaning expans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ema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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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4019 영어문장구조론 English Syntax

현대영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술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어 구문의 구조적, 통사적 특성을 현대문법이론
에 따라 생성적 관점에서 심층구조 생성 및 표층구조로의 도출과정을 관찰하여 알아본다. 또한 영어문법 지
식이 독해 및 발음법에 활용토록 연습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analytic methods of the structure of English sentence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generative grammar, the course will explore syntactic operations and 
phenomena. Students will be taught to apply the knowledge to English reading and pronunciation.

EIT4020 시사영어글쓰기 Newspaper Article Writing

시사일반, 정치, 경제 등 일상적인 번역수요가 있는 신문기사 작성의 경험과 기사문의 번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강좌이다.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의 유형 및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문체 및 어휘, 문장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offer students opportunities for practice in writing and translating 
newspaper articles. Students will learn various writing styles,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s 
depending on text types and topics.

EIT4035 고급영어글쓰기 Advanced English Writing

영어글쓰기 과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으로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요령을 배운
다. 문장구성, 주제문 작성, 글의 개요쓰기, 수정 및 편집에 이르는 영어 글쓰기의 각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
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한다. 

This course, an advanced writing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practice 
professional writing. Students will learn the structure of writing and make thesis statements. Based 
on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students will be engaged in drafting, writing, and revising and 
be given feedback on their multiple drafts.

EIT4036 다문화연구 Multicultural Studies

전지구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지역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언어 및 번역을 매개로 하여 접촉되는 
문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과목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This course surveys and explores the issues related to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course focuses on the diversity of culture and the role of language and translation in 
multiculturalism, which will enhance student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EIT4040 한영순차통역2 Consecutive Interpretation : Korean-English 2

한영순차통역 1에 이어 순차통역 기술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is a continuation of Consecutive Interpreting: English-Korean 1.

EIT4041 영한순차통역2 Consecutive Interpretation : English-Korean 2

영한순차통역 1에 이어 순차통역 기술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is a continuation of Consecutive Interpreting: English-Kore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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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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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students a chance to explore the theory & practice of 
materials & methods in the field of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t provides student-centered tasks of developing curriculum & materials in the field of T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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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로써 핵심적인 통역 학습이다. 통역기초 과정에서 다루었던 노트테이킹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텍스트의 길이와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역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at training interpretation learners in on-site interpretation by requiring them to 
interpret a spoken text from English into Korean after hearing it in appropriate language chunks. 
The students will also be trained to deal with the basic problems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associated with this type of interpretation.

EIT4047 한영순차통역1 Consecutive Interpretation from : Korean-English

연설자가 한국어로 일정한 길이의 연설을 한 후 학생 중 한 명이 통역사가 되어 영어로 통역을 실시하는 형태
로써 핵심적인 통역 학습이다. 통역기초 과정에서 다루었던 노트테이킹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텍스트의 길이와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역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at training interpretation learners in on-site interpretation by requiring them to 
interpret a spoken text from Korean into English after hearing it in appropriate language chunks. 
Students will also be trained to deal with the basic problems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associated with this type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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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per understanding of a literary discourse is the first and foremost step of any translation. 
To understand it correctly,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author, the text and the reader must all 
be counted in, so that meaning is best determined and a perfect piece of translation is produced. 
This course gives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acquire rudimentary knowledge of hermeneutics 
and to apply them to translation as a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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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is course, the students can learn the key issues of English pragmatics and translate 
texts with focus on the pragmatic aspects of discourse. They are expe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pragmatics and semantics and to practise translation drawing on the theories 
learned. The theories to be covered in this course include speech acts, implicature and meta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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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the register and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language variety in both Korean and English, and to develop and reinforce the skills 
and techniques required of their translation into/from Korea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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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4052 졸업논문캡스톤 프로젝트1 Capstone Project1

캡스톤 프로젝트1은 영어, 통번역전공(복수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졸업논문 준비/연구 프로젝트이다. 
캡스톤 프로젝트2에서는 번역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그간 수강했던 통번
역 관련 강좌에서 축적해 온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통번역의 문제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통
번역(학)의 이론적 틀 내에서 이에 대한 독창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receive advice and guidance on their thesis and to fulfill 
other graduation requirements by using the skills and knowledge they have gained during their 
freshman, sophomore and junior years.

EIT4053 졸업논문캡스톤 프로젝트2 Capstone Project2

전지구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지역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언어 및 번역을 매개로 하여 접촉되는 
문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과목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receive advice and guidance on their thesis and to fulfill 
other graduation requirements by using the skills and knowledge they have gained during their 
freshman, sophomore and junior years.

EIT4054 문학과 영상번역 Literary and Audiovisual Translation

본 과목에서는 단편소설 및 영화자막의 번역을 통해 문학텍스트 및 영상물의 특성을 이해한다. 번역작업 가
운데 가장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번역과 함께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상번역의 특징 및 원칙 등이 주로 학습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and norms of 
literary and audio-visual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is a specific kind of translation focusing 
on short stories and poetry, which has quite a wide readership in the entire world. Audio-visual 
translation is a kind of specialized translation which has been increasingly in demand due to 
globalization.

EIT4055 영어통번역전공 커리어 멘토링 Career Mentoring for EIT Majors

본 강좌는 영어통번역 전공자로서 전공과 관련하여 커리어 개발 이론과 의사결정 모델의 학습, 커리어 설계, 
커리어 교육, 교육 및 직업 정보, 직업 세계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여가와 생활방식 개발 등을 모색한다.

Study of career development theories and decision-making models, career planning, career 
education, sources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information, nature and structure of the world 
of work, and leisure and lifesty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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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일문학 전공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 그들의 언어와 문학, 

나아가 문화 전반에 걸친 학습을 통하여 일본 및 일본

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으로 일본어문법, 어학개론, 문학

개론, 문학사, 어학사 등의 일어학, 일문학 및 일본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토록 하

여 양국의 문화 경제교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과 

관련된 타 분야에서의 활동도 가능하도록 폭 넓은 소

양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학과(전공) 소개

- 1980년 10월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신설

- 1982년 문과대학에 편제

- 1984년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 1998년 교육대학원 일어교육 부분 신설

- 1999년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언어를 철저

히 학습하여야 한다. 타 외국어에 비해 학습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일본어도 외국어인 만큼 그들만의 섬

세한 표현 방식과 언어 체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특히 한자의 학습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졸업 시까지는 최소한 일본인과의 회화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배양해 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정신이 담긴 문학 작품을 고전, 현대를 막론하

고 폭넓게 학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일본 전문가

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2학년 때는 어학에 중점을 두고 집중

적인 훈련을 실시해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3·4학년

때는 그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 일

본 문화 전반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 연수 및 

유학을 다녀온 고학년이 주축이 되어 있는 스터디 그

룹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므로 스터디를 잘 활용하면 튼튼한 내

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일본어라는 말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

다. 1·2학년 때는 일본어 문법, 회화, 작문 등 기초 

과목을 끝내고, 3·4학년 때는 일본어의 형성과정, 

성격, 특징 등을 다루는 일본어학개론, 일본의 문화 

및 정신세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일본 문학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중핵적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어학특강, 어학연습, 소

설 강독, 고전강독 등은 일본어학개론과 일본문학사

에서 학습한 내용의 심화를 위한 강좌이며, 일본학개

론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 및 특징을 학습하는 중요한 

강의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일본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이다. 이에 일본과 관련된 인문학

적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을 통해 일본을 정확하게 이

일어일문학과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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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한일관계를 위해 고급 일본어 구사 능력에 필요한 일

본어의 숙달 뿐만 아니라 일본 문학은 물론, 일본 사

회의 역사, 경제, 정치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이 중요시 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재학 중 매학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자매

대학 교류 및 일본 정부 문부성 장학생, 日硏生 장학

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졸업 후 뛰어난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본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

원 진학을 통해 대학교수 및 학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 일본 문학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소양을 지닌 일본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일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일 무역통상 기업체로의 취업 및 일본어 통·

번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대기업체나 중소기업, 은

행과 같은 일반 기업체는 일본 관련 업무의 영역에서 

기획, 해외영업, 교육, 비서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라는 특성상 일

본 관련 방송국, 일본에 본사를 둔 은행이나 기업, 

또한 JET프로그램에 의한 취업 등 일본 내 취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

해 중고등학교의 일본어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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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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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생애와 작품
치인의 사랑
열쇠

대 표 논 문
｢源氏物語와 谷崎潤㊀郞소설 비교고찰｣
｢오에 겐자부로의 세븐틴 고찰｣
｢瘋癲老人日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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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철
전 공 분 야 음운론
세부연구분야 한자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전공)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히로시마대학(교) 일본언어문화교육학과(전공) 학술 박사
담 당 과 목 일본어학개론 일본한자음의 이해 일본어사 일본어교수법

대 표 저 서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연구 보고사, 2003
불모대공작명왕경 자음연구 책사랑, 2005
일본한자음의 이해 책사랑, 2006

대 표 논 문

｢吳音에 나타나는 3等甲類韻의 直音表記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第17輯,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日本漢字音의 字音形에 나타나는 拍의 關與에 대하여｣ 日本語學硏究 第25輯, 韓國日本語學會, 2009.
｢中古漢語 撮口呼의 音韻 再考-韓日 漢字音의 例를 中心으로-｣ 日本硏究 第40號,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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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문화의이해 한.일비교문학 일본학개론

대 표 저 서
시가 나오야, 건국대출판부, 2001
야마모토 유조의 문학과 휴머니즘 역락, 2003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대 표 논 문
｢純粹と反抗の㊀元化,その向日性｣ 日本言語文藝硏究 5(臺灣), 2004
｢재일 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日本學報 (第69輯), 韓國日本學會, 2006
｢在日ディアスポラ文學の‘脫近代’的想像力｣ 日本學報 (第68輯), 韓國日本學會,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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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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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JAP2001 초급일본어 3 3 기초 학사1년 일어 1
JAP2003 중급일본어문법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1
JAP2004 중급일본어회화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1
JAP2006 시사일본어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1
JAP2007 고급일본어문법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2
JAP2008 고급일본어작문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2
JAP2009 일본근대소설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2
JAP2010 일본문예강독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1
JAP2012 외국인을위한초급일본어회화 3 3 기초 외국인유학생 일어 1
JAP2013 외국인을위한초급일본어작문 3 3 기초 외국인유학생 일어 2
JAP2014 한일언어커뮤니케이션 3 3 기초 학사1년 일어 2
JAP2015 영상일본문학 3 3 기초 학사2~3년 일어 1
JAP2016 일본학개론 3 3 기초 학사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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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4008 일본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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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비교문학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14 한일대조언어학입문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2
JAP4015 일본문화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일어 1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일어교사
중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작문

➡
일본어학개론, 일본한자음
일본문학개론, 일본어교수법

일본문학사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및 평가

일본어교재연구·지도법

일어관련
통·번역

해외사업 분야

한일언어커뮤니케이션
시사일본어

➡
일본어표현론
일본학개론

한일대조언어학입문

국제무역실무
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통상론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문예작가·
문화관련
전문가

영상일본문학
일본근대소설입문
일본문예강독

➡
일본근대문학입문, 
일본고전문학입문, 

한·일비교문학, 일본어사
일본문화의이해, 
일본근대문학강독

한말·일제시대의 이해
일본사 교육론
현대문학사상사
현대문학비평론

복수전공트랙

중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작문
일본학개론

➡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표현론
일본한자음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사

일본고전문학입문
일본어관용표현
한·일비교문학

일본어교재연구·지도법
일본사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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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JAP2001 초급일본어 Elementary Japanese

일본어의 문자・발음의 기호를 익혀 기본적인 일본어 체계를 학습한다.

Studying of the basic grammar system through Japanese words and phonetic symbols.

JAP2003 중급일본어문법 Intermediate Japanese Grammar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통하여 우리말과의 차이를 대조 비교함으로써 일본어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Improving reading ability of the students to read and understand complicated sentences by studying 
complicated grammar structures.

JAP2004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Japanese Conversation

회화체의 중급 수준을 완료한다.

Systematically improving skills of expressing one’s opinion in daily lives by comparison with Korean 
language.

JAP2006 시사일본어 Current Japanese

일본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 우리 문화와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 검토한다.

Studying Japanese thought by examining Japanes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n 
comparing it with ours.

JAP2007 고급일본어문법 High Course Japanese Grammar

일본어 대우표현, 자동사문, 타동사문, 수동문, 사역문 등 복잡한 문형의 문법구조를 익혀 난해한 문장의 독
해력을 기른다.

Studying polite expressions, usage of dignified Japanese and idiomatic expressions.

JAP2008 고급일본어작문 High Course Japanese Composition

일본어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작문 능력을 기른다.

Studying an advanced composition skills to express thoughts by learning Japanese literature and 
epistolary style.

JAP2009 일본근대소설입문 Japanese Novels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의 소설을 감상, 분석,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nalyzing and criticizing the writer’s literary inclination after appreciating outstanding Japanese 
modern literary writings.

JAP2010 일본문예강독 Readings in Japanese Art and Literature

일본의 단편적 문학 작품을 감상하여 그들의 문학세계와 생활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어휘력 및 독해력의 향상
을 도모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Japan’s literary world and life, and to improve skills of using 
vocabulary and of reading Japanese by appreciation of Japanese short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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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2012 외국인을위한초급
일본어회화

Basic Japanese Conversation for 
Foreign Student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회화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학습토록 한다. 

This course is (for foreign students) to develop a practical conversation and consider effective 
Korean language studies as well. 

JAP2013 외국인을위한초급
일본어작문

Basic Japanese Composition for 
Foreign Student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일본어 작문 연습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학습토록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basic principle of effective writing and consider 
effective Korean language studies as well.

JAP2014 한일언어커뮤니케이션 Korea and Japan language communication

일본어의 특징 및 일본인의 언어행동을 이해하여 일본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Students of this class learn the traits of Japanese language and linguistic behavior to communicate 
a native speaker of Japanese fluently.

JAP2015 영상일본문학 Japanese literature of picture

일본문학작품과 관련된 영상물을 통하여 입체적인 시각으로 일본문학에 접근하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체험을 바탕으로 일본영상문화를 파악함과 동시에 일본어청취력 향상을 이루도록 한다.

This course guides students to approach and understand the Japanese literature with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Japanese media arts related to literary works. It is expected to lead them to 
analyze Japanese media culture and to develop their Japanese listening ability.

JAP2016 일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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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ing the basics to learn Japanese. Students require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Japanese.

JAP4002 일본어표현론 Japanese Expression

일본어적인 표현의 제 양상들을 한국어와 대조함으로써 일본어의 특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Understanding of features of Japanese language by comparison with Korean expressions (lecture, 
thesis reading, and research are provided)

JAP4003 일본근대문학입문 Modern Japanese Literature

일본의 대표적 근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성향을 분석 비평한다.

Analyzing and criticizing the writer’s literary inclination after appreciating outstanding Japanese 
modern literary wri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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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4004 일본고전문학입문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일본고전문학 작품의 해독을 위한 고전문법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대표적 고전작품의 강독을 통하여 독해력
을 배양한다.

Improving ability required for researching Japanese literature by students’ in-depth study of 
classical Japanese literary works.

JAP4005 일본한자음 Sino-Japanese

일본의 한자 및 중국어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에 수용된 한자음을 고찰한다.

Examine how Korea and Japan accept the sound of Chinese character, Kanji on the system of 
Chinese phoneme.

JAP4006 일본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일본 고전문학의 대표적 작품을 정선하여 학습자에게 조사 발표하게 함으로써 일본문학 연구의 방법을 익히
도록 한다.

Students research representative classical Japanese literary works.

JAP4008 일본문학사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문학사를 개관하고 각 시대별 대표적 작품 및 작가의 특징을 고찰한다.

Looking at the whole Japanese literature history, and appreciating the outstanding works in each 
period.

JAP4010 일본어교수법 Teaching methodology on Japanese Language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이론 및 테크닉을 학습한다.

Studies the practice of Japanese teaching in the educational field.

JAP4011 일본근대문학강독 Readings in Japanese Modern Literature

일본의 대표적 근대 작품을 복수 감상하고, 각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 성향을 분석한다.

Analyzing and criticizing the writer’s literary inclination after appreciating outstanding Japanese 
modern literary writings.

JAP4012 일본어사 History of Japanese Language

일본어의 각 시대별 상황 및 문법, 음운, 어휘등 각 사항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한다.

Looking at the whole Japanese language history, and appreciating the outstanding works in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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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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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4014 한일대조언어학입문 Korea and Japan introduction of contrastive linguistics

대조연구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표현 등의 분야를 대조 고찰함으로써 상호 
언어 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파악하여 각기 언어의 특성을 고찰해나간다. 

This course aims to theoriz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Japanese and Korean in terms of 
phonology, vocabulary, grammar, and expression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ies, and to study 
the trait of each language.

JAP4015 일본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Japanese Culture

일본문화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가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일상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일본문화와 문학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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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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양하여 21세기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문분야

의 국제적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

은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교육목표를 수립

하고 있다.

∙ 창의적 소양을 갖춘 인문교양인 양성

중국 고전문학·현대문학·언어학·문화 연구의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편성된 교과

과정을 통해, 지식 정보화 시대·국제화 시대의 관

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중국학 관련 인문학 

전공자로서의 학문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전문인

을 중점 양성한다.

∙ 고급 언어능력을 갖춘 한중교류 전문가 육성

어학 관련 최신 교육과정 및 어학능력 강화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한중 무역통상·문화교류 실무 등 

국제 교류에 있어서 유용한 고급 수준의 실용 중국

어 구사 능력을 배양한다.

∙ 후진 양성을 위한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중국어 능력과 전공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

하기 위한 중국어 교육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중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학과(전공) 소개

중어중문학과는 1995년 1학기에 개설된 이래 인문교

양인·한중교류전문가·중국어교육 전문가의 양성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학생들을 앞의 세 유형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년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과목 편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1학년 : 기초 중국어 언어능력을 확립케 함으로써 

향후 전공 학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을 편성한다.

∙ 2학년 : 중국어 언어능력의 지속적 제고와 함께, 

중국문학·중국언어학·중국문화 관련 기초 지식

을 습득함으로써 고급의 전공지식과 학문적 소양

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한다.

∙ 3·4학년 : 중국어 언어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고전문학·중국현대문학·중국언어학 등 분

야에 있어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고급의 전공지식

과 학문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

한다. 특히, 4학년의 경우에는 고급 전공지식 및 

언어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또한 중국어 교육전

문가의 배양을 위한 중국어교육관련 제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에 역점을 둔다.

이처럼 중어중문학과는 학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

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실시, 이론과 실

용의 적절한 조화의 추구, 사회 진출을 고려한 교육과

중어중문학과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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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발 및 편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로

써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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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문학

과 관련한 고급소양을 갖추고 현대중국의 어제와 오

늘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배출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요구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나날이 확대 발전하는 국제무대에서의 한중관

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고급 중국어 구사능력

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본과의 교과과정 중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후에는 국

내 또는 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대학교수 및 학자, 

연구기관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문학 및 문

화 소양에 바탕을 두어 중국문학, 문화, 예술 방면의 

현장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또, 교과과정에서 습득

한 중국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중 무역통상 전문

가·중국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직과정

의 이수를 통해 중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사, 중국어 

교육 종사자, 중국어 IT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교수 소개

오 태 석
전 공 분 야 중국문학
세부연구분야 중국문화비평ㆍ중국시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전공) 문 학 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전공)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전공)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시의 이해 중국소설과 희곡 동양고전의현대적이해 중국문화와글로컬리즘

대 표 저 서
《중국문학의 인식과 지평》, 역락, 2001
《宋詩史》, 역락, 2004
《중국시의 문예심미적 지형》, 글누림, 2014

대 표 논 문
<은유와 유동의 기호학, 주역 표상체계의 확장적 글쓰기>(2011-12)
<장자의 꿈: 초월·해체·역설의 글쓰기>(2013)
<노자 기호체계의 상호텍스트성>(2014)

한 용 수
전 공 분 야 현대중국어
세부연구분야 현대 중국어 어법, 중국어 교수학습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中國延邊大學 漢語系(現代漢語)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中國上海師範大學 中文系(現代漢語)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어어휘와문화 현대중국어문법 중국어학개론 중국어능력테스트와연습

대 표 저 서
《현대중국어 어학개론》, 선학사, 2003(공저)
《21세기 중국어문법》, 선학사, 2002(공저)

대 표 논 문
<한중 교육 교류의 발전>, 한중인문학연구, 2014
<중국어 ‘死’류 한자와 그 이음절 단어분류>, 한중인문학연구, 2014
<중국 금기어 소고>, 비교문학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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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환
전 공 분 야 중국문화와 중국고전문학
세부연구분야 중국문화, 중국문학과 불교, 한중문화비교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전공) 문 학 사
석사학위과정 대만국립성공대학교 중문과(전공)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중국북경대학교 중문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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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蘇軾禪詩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대 표 논 문
<문화현상을 통해서 본 한중문화교류>, 2011
<韓中端午申遺後的文化反思〉, 2010
<소식의 선시로 본 선의 행복>, 2010

김 양 수
전 공 분 야 중국현대문학, 타이완 문학
세부연구분야 중국신시기문학, 중화권영화,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비교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 학 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중국현대문학강독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영화

대 표 저 서
《신세기 한국의 중국 현당대문학 연구》, 上海 : 復旦大學出版社, 2013 (공저)
《동아시아가 읽는 무라카미하루키(村上春樹)》, 東京：若草書房, 2009 (공저) 
《중국어권문학사》, 서울 : 소명출판사, 2013 (번역)

대 표 논 문
<재일 디아스포라 작가 시선 속의 아큐(阿Q) ―「박달의 재판」을 중심으로>, 2012
<허우샤오셴의 카페 뤼미에르』: 혼종과 장소의 서사>, 2014
<유진오의 ｢상해의 기억｣과 사라져버린 ‘인터내셔널’의 노래>, 2014

박 석 홍
전 공 분 야 중국언어학
세부연구분야 문자학(고대한자, 문자이론, 한자교육)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 학 사
석사학위과정 中國山東大學 中   文   系 문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중국문자의 세계 중국어학개론 중국어교육론 중국어(초급)

대 표 저 서
도설천하 자치통감, 시그마북스, 2012(번역).
신전략 중국어(초급), 시사중국어사, 2009.
신전략 중국어(입문), 시사중국어사, 2008.

대 표 논 문
｢韓·中 漢字 共用 方案의 新모색｣, 한중언어문화연구 제34집, 2014.
｢우리말 중 한자차용 실태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33집, 2013.
｢漢字 字素의 형성과 분류의 通時的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53집, 2013.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HI2034 전공중국어Ⅰ 3 3 기초 학사1~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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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2036 중국어 어휘와 문화 3 3 기초 학사1~2년 1
CHI2025 중국근세문학사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26 중국고전감상 3 3 기초 학사1~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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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중국학 분야 전문가
(인문교양인)

전공중국어Ⅱ
중국고전문학사
중국근세문학사
중국산문의이해
중국고전감상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어 어휘와 문화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

한문강독
중국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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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어휘와 문화
집중중국어
중국어회화

➡
중국영화
시사중국어
무역중국어

중국어능력테스트와연습
중국문자의 세계

〔국제통상학〕국제무역실무
〔국제통상학〕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통상학〕국제협상과 실제
〔국제통상학〕해외지역연구
〔국제통상학〕비교문화경영

중국어 교사
(중국어교육전문가)

전공중국어Ⅰ
중국어 어휘와 문화

중국어회화
➡

중국사회와 문화
현대중국어문법
중국어작문연습
중국어교육론

〔교육학〕개별교직과목
〔교육학〕동양교육의 이해

〔교육학〕교육학입문
〔교육학〕교육과정이론

〔교육학〕교육측정 및 평가

복수전공트랙
(중국어관련통ㆍ번역사)

중국고전문학사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어 어휘와 문화
중국어회화

➡
중국시의 이해
중국사회와 문화

시사중국어
현대중국어문법

〔국문〕동아시아문학론
〔사학〕중국사상사

〔국제통상학〕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통상학〕해외지역연구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HI2027 중국어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29 중국어회화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35 전공중국어Ⅱ 3 3 기초 학사1~2년 2
CHI2033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3 3 기초 학사1~2년 2
CHI4003 중국사회와 문화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65 중국시의 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23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26 시사중국어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28 중국영화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31 중국어작문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53 무역중국어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55 중국소설과희곡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56 현대중국어문법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58 한문독법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59 중국문자의세계 3 3 전문 학사3~4년 1
CHI4060 중국어문장구조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61 중국현대문학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2
CHI4062 중국어능력테스트와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143중어중문학

02

문
과
대
학

 교과목 해설

CHI2034 전공중국어Ⅰ Chinese Conversation for majors (Ⅰ)

중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좌에서는 중국어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발음표기법을 숙
지하도록 하며, 기본적인 중국어 문법을 익히도록 하여 기초적인 회화와 간단한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for students who majoring in Chinese literature, and it aims at basic understanding 
of grammar and typology of classical Chinese through reading selected basic sentences.

CHI2007 중국고전문학사 Ancient Chinese Literature

중국 상고시대부터 당대까지의 중국문학사조의 흐름, 작가 및 작품을 고찰하여 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적인 배경도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Chinese culture and literature, such as the origin of Chinese 
literature, China’s representative academic ideas, religions, etc. It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f 
this culture on th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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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provide discussions on major prose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d their works through 
reading the selected master works.

CHI2014 집중중국어 Intensive Chinese

초급과정보다 높은 독해력과 청취력 및 작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구문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 an opportunity of intensive training in the modern Chinese language in order 
to develop the ability to comprehend both reading and listening.

CHI2016 중국현대문학사 Histo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중국 현대문학의 조류와 특색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갖
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outlook on modern Chinese literature through discussions of 
particular trends and movements of literary groups in modem era.

CHI2036 중국어 어휘와 문화 Chinese Vocabulary and Culture

고차원적인 독해력과 청취력 및 회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국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휘를 중심
으로 중요구문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

This course provides repeated training and practice for various expressions of practical Chinese 
languag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hinese culture. Emphasis is given to using audio-visual 
devices which enhance language proficiency in the advanced level.

CHI2025 중국근세문학사 History of Medieval Chinese Literature

송대에서 명청대에 이르는 각 문학 장르의 특색과 발전과정을 파악,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중국 근세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



144 2015 Course Catalog

This course provides explanations on the development of literary activities from the So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period with a purpose of provide overall understanding on the whole literary 
tradition in China.

CHI2026 중국고전감상 Selected Readings of Classical Literature

중국문화의 정수인 고전을 중심으로 강독하여 독해력을 배양하고 작품분석, 감상 등을 통해 중국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Students will improve their ability to read, analyze, and appreciate classical Chinese literary 
works, and also become clear about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and modern literature.

CHI2027 중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 언어의 특징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그 중에 어음, 문법, 수사, 문자분야에서 그 특징들을 파악하여 현대 
중국어를 이해한다.

This course examines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language by each part:: grammar, pronunciation, 
expression, and letter.

CHI2029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기본적인 일상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발음교정과 듣기능력을 실제적으로 훈련한다.

This course provides training in pronunciation and listening comprehension of the Chinese language 
so that students are able to be prepared for daily-life conversations.

CHI2035 전공중국어Ⅱ Chinese Conversation for majors (Ⅱ)

이 강좌는 기초회화능력을 가진 중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중국어의 
기초적인 문장을 학습함으로써 중국어의 간단한 형식 , 어법 등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This course is for students who majoring in Chinese literature with basic conversational skills. It 
provides explanations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Emphasis is laid o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characters from high antiquity to pre-modem era.

CHI2033 개혁개방시대의 문학 Chinese Literature in the Reform-Open Era

개혁개방 이후 최근 중국 문단의 새로운 경향과 구체적 작가, 작품을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discussion on various phenomena of modern Chinese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which forms a foundation for more sophisticated analysis of modern 
Chinese literary tradition and its trends.

CHI4003 중국사회와 문화 Society&Culture of China

중국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최근 중국의 사회 경향과 문화를 이해한다.

This course offers concrete knowledge of China in terms of history, geography, organizations, 
industry, environment, and daily life.

CHI4065 중국시의 이해 Understanding of Chinese Poetry

중국시가의 발생에서 명, 청대에 이르는 시가의 특색과 발전과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 시대별 대표적인 작
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서정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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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procedures of poetry from the ancient 
period to Ming and Zing periods. Through study of representation works of each period, it 
encourages in-depth understanding of poetry, a main genre of Chinese literature.

CHI4023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Chinese Thought and Wisdom

공자, 노자, 장자, 순자 등을 중심으로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문장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후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문학과 문화 및 중국인의 사상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readings in works of the intellectuals such as Kongzi, Laozi, Zhuangzi, Xunzi, 
etc., Who lived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order to 
provide knowledge of the intellectual backgrounds of Chinese literary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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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focuses on readings of Chinese newspapers and magazines, which will improve skills 
of reading papers on current affairs in Chinese. Further, it will make it possible to have discussions 
in Chinese.

CHI4028 중국영화 Chinese Films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등 중국어권 영화의 역사와 고전적 명작, 그리고 최근의 동향 등에 대해 이해하도
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discus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 of Chinese performed 
dramas. It also provides readings in major works of Ming and Qing dramas as well as explanations 
on major authors and their particular trends.

CHI4031 중국어작문연습 Practice in Chinese Composition

기본적인 중작문 연습을 토대로 하여, 생활 실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문 실력을 향상한다.

This course has students practice writing in Chinese, covering from a single sentence to long 
stories.

CHI4053 무역중국어 Business Chinese

무역실무와 관련 있는 용어 및 각각의 구체적 상황을 익히도록 하며, 졸업 후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한다.

Students examine the related language and  situations on trade.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improve their skill to communicate in commercial area.

CHI4055 중국소설과희곡 Chinese Novel and Drama

중국고전소설의 발달과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선진시대의 신화, 우언, 전설에서부터 명청대 소설에 이르기까
지의 대표적인 작품을 강독하고 아울러 작가의 문학관과, 문학적 가치 및 소설 작품을 통한 당시 사회면모를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Readings and Comprehension of Chinese Novel and Drama. Focuses on 
Comprehension of Issues of Chinese Popular Literature. Areas are from Han Dynadty to Modern 
Times. It will gives Students a Fundermental Outlook of Chinese Epic distinguished from Wester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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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4056 현대중국어문법 A Modern Chinese Grammar

다양한 중국어 문법 중 중요한 문법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중
국어의 독해와 회화 및 작문능력을 제고시킨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ories of Chinese grammar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the language 
of China theoretically and apply it in practice to reading,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CHI4058 한문독법 A Grammatical Comprehension of Chinese Writings

본 강좌는 중어중문학과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한자와 한문의 우리말 독음도 함께 훈련
하고, 한문 문장 구조와 어법을 수월하게 학습 해독하도록 한다. 중국과 한국의 장르별 대표 작품을 섭렵하여 
향후 사회에서 수준 높은 교양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also 
a grammatical comprehension of Chinese writings. It needs to analyze and practice into the 
readings of Chinese and Korean remarkable anthology.

CHI4059 중국문자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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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에서 살펴
본다. 또한 중국 간화자의 효과적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중국어 구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한자를 습득함으
로써 중국어 능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

Chinese Character－the writing system of Chinese language－has a long history and reflects ancient 
Chinese culture as well as Oriental culture. This lecture prospects the origin, development history of 
Chinese Character, and the ancient culture reflected on Chinese Character from the Graphonomical, 
linguistical, and culturological perspective. By study effective learning method of Chinese simplified 
Character and acquisition appropriate level of Chinese Character for speaking fluency, this lecture 
helps student to improve Chinese language ability.

CHI4060 중국어문장구조의이해 Studies Chinese Syntax

다양한 종류의 중국어 문장 제공하여 중국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한다.

This is an advanced course for analyzing structures of various sentence types and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correctly reading Chinese sentences.

CHI4061 중국현대문학강독 Readings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문학 작품을 선독하여 중국현대작품에 대한 이해와 백화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한다.

Students in this course seek to understand 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to practice Chinese 
colloquial sentences by reading representative modern Chinese literary works.

CHI4062 중국어능력테스트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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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시
킨다. HSK(한어수평고시), BCT(상용중국어시험), TOCFL(대만화어문능력시험)

This course prepares students for the Examination for testing the proficiency level of Chinese. (漢
語水平考試:Hanyu Shuiping Kaoshi) Grammatical explanation and practices of tests are repeated. 
HSK, BCT, TOC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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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정보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확실

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올 것이

다. 철학전공의 교육목표는 현실에 대한 치밀하고 날

카로운 비판과 분석력, 비판적 종합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학문적 이해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훌륭한 삶을 이끌어갈 강인한 생활력을 배

양하는 것이다. 철학전공을 이수한 사람은 이와 같은 

철학적 능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동서고전에 대한 독서

력, 비판적 쓰기 능력 등을 아울러 가지게 된다.  

철학전공의 교과과정은 이상과 같은 교육목표를 위해 

철학의 주요 분야에 속하는 과목과 철학의 근본문제들을 

소개하는 과목, 그리고 논리·논술 및 교직 관련 과목, 

한국철학 및 중국철학 관련 교과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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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소개

1953. 2.  6.  철학과 설립

1970. 11.  5. 철학과 학술지 철학사상 창간

1973. 10. 29.  철학과 학부생 중심 학술제 ‘제1회 

디오니소스제’ 개최

1953년에 ‘동국대학’이 ‘동국대학교’로 승격 개편하면

서 불교대학에 개설된 본 학과는 올해로 설립 60주년

을 맞이하였다. 1955년에는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

을 설치하였고, 1957년 16명의 제1회 졸업생을, 1960

년에 3명의 석사를 배출하고 1971년에 처음으로 박사

를 배출한 이래, 국내 철학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 왔다

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철학전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수 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다. 

철학과의 장기발전 전략과 특성화 전략은 지식기반사

회가 당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간과 문제 해결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인간, 그리고 끊임없이 

급변하는 주변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실

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 

인간을 요구하고,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기본(기초)능

력을 함양하고, 일반지식 습득 능력을 배양하며, 아울

러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연구·취업이 연

계된 시스템 완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

련하였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우리 과는 창설 이래로 여러 분과 및 지역철학들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경

향은 전공의 세분화가 대세였던 20세기 후반 학계 

내에서 예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

이기도 하였으나, 현재 21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러한 

경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철학과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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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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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다. 

대학원 진학을 비롯하여, 기자, 광고 기획자, 카피라

이터, 서평가, 영화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문들

이 활동중이다.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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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삼의 칸트철학과 유학 비교, 칸트연구 제24집, 2009
인성과 불성의 비교, 인도철학 제25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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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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HI2003 철학의근본문제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04 논리학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07 한국고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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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론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27 윤리학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28 동양철학의기본문제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29 도가철학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2032 유가철학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33 중국고대철학 3.0 3.0 　 기초 학사1~2년 2
PHI2034 서양철학의고전 3.0 3.0 기초 학사1~2년 1
PHI4012 독일관념론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13 예술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15 한국근세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19 동양근현대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23 중국근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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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4037 과학방법론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39 동양철학의고전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40 현대프랑스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45 언어분석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1
PHI4046 법과사회의철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PHI4047 논리와비판적사고 3.0 3.0 　 전문 학사3~4년 1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A. 대학원진학

철학의근본문제
서양철학의고전

논리학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고대철학
한국고대철학

인식론
윤리학
존재론
유가철학
도가철학

➡

형이상학
독일관념론
중국근세철학
서양현대철학사
동양철학의고전
동양근현대철학
한국근세철학

논리와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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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B. 철학교사

철학의근본문제
논리학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고대철학
한국고대철학

윤리학
법과사회의철학

도가철학

➡

형이상학
독일관념론

동양근현대철학
한국근세철학

논리와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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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및공공단체
사회단체

철학의근본문제
서양철학의고전

논리학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고대철학
한국고대철학

윤리학
법과사회의철학

도가철학

➡

형이상학
독일관념론

동양근현대철학
한국근세철학
동양철학의고전
논리와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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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철학의고전

논리학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고대철학
한국고대철학
법과사회의철학

➡

과학방법론
현대프랑스철학

예술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
한국근세철학
동양근현대철학
동양철학의고전
논술지도론

논리와비판적사고

한국근현대사(사학)
통일과민족문화(윤리학)
한국사회론(사회학)

신문보도편집론(신문방송학)
방송제작입문(신문방송학)
현대정치사상(정치외교학)
서양정치사상(정치외교학)
동양정치사상(정치외교학)

E. 문화컨텐츠
기획및경영자
전시기획자

전통문화전문가

철학의근본문제
논리학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고대철학
한국고대철학
법과사회의철학
문화정보경영개론

➡

예술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
동양근현대철학
한국근세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
중국근세철학
논술지도론

경영정보론 (경영학과) *
지식경영시스템(정보관리학) *
정보조사분석(정보관리학) *
미술비평론(미술학부) *

광고심리와소비자행동(광고홍보학과)
홍보전략론(광고홍보학과)
영상산업론(영화영상학과)

공원휴양관리학및실습(산림자원학) *

F. 복수전공자

철학의근본문제
논리학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고대철학
한국고대철학

인식론
윤리학
존재론
유가철학
도가철학

➡

형이상학
독일관념론
중국근세철학
서양현대철학사
동양철학의고전
동양근현대철학
한국근세철학

논리와비판적사고

서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동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한국고대/중세/근현대사(사학)
한국의 전통윤리문화(윤리학)

현대사회윤리(윤리학)
유 ‧불 ‧도윤리 비교연구(윤리학)



151철학

02

문
과
대
학

 교과목 해설

PHI4047 논리와비판적사고 Logic and crit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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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을 깨닫
게 하여 기호 논리학의 의의를 심도 깊게 사고한다. 

This examines the fallacies in logical arguments often occurred in ordinary and academic life, so 
this proceeds to illuminate the necessity of deductive reasoning and its structure. Then, this thinks 
deeply up the true meaning of logic while being awakened to the necessity of logical thinking by 
looking closely into the potential limitation of deductive inference. 

PHI4046 법과사회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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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의 관계 및 정의로운 질서의 가능성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ncepts and thoughts in social philosophy. Moreover, it studies the 
relation between the theories of utopia and their realization. By doing this, this study enables us 
to have the critical viewpoint of society and the sound viewpoint of ethics.

PHI4045 언어분석철학 Analytic Philosophy

언어분석철학중에서...
현대철학의 정신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이해 없이 철학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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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철
학 등의 사조들을 고찰한다.

A detailed study of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analytical philosophy, and its contemporary 
philosophical significance; philosophical analysis, the problematic principle of Verificationism, the 
anti-metaphysical tendency, and the prospect of analytical philosophy.
The course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meaning and reference. Semantics, included in logical 
atomism, logical positivism, ordinary language analysis and behaviorism, is inquired in relation to 
name, description, propositional attitude, sentential attitude, reference, and so on. 

PHI2034 서양철학의고전 Classics in Western Philosophy

서양 철학사상의 기본 텍스트를 원전으로 강독함으로써, 서양철학의 독특한 개념들을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
하는 힘을 기른다. 

This fosters the exhaustive understanding of the peculiar ideas and concepts within the contextual 
meanings in Western philosophy through the readings of original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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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critical discussion on the problems and concepts relevant to the most basic features of 
reality. It deals with the issues on being and nothingness, the primary concepts of time and space, 
the problem on life and death, the relations of freedom with determinism, and other correlative 
dichot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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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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으로
서의 역사학에 있어서 진리와 사실의 관계, 객관성 문제, 역사에서의 설명 및 역사법칙 등을 고찰한다.

The course examines the fundamental problems with the philosophy of history through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the well-known philosophers. It studies the subjects of explanation of historical 
laws, of facts and truth in history, of the objectivity of historical facts, and so on.

PHI4015 한국근세철학 Modern philosoph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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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Yi Hwang and Yi yi’s philosophy, in that one puts an 
emphasis upon Li(理) in his thoughts different from another emphasizing Qi(氣). In addition to it, 
this brings on the close considerations about the major and controversial argumentations of Korean 
philosophy in history. 

PHI4019 동양근현대철학 Modern and Contemporary Eastern Philosophy

<동양의 근현대와 관련하여 흔히 ‘서양의 충격과 동양의 대응’이 논의된다. 대응논리 가운데 한국에는 ‘동도서
기(東道西器)’론,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론,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才)’론 등이 있었다. 이것들을 비교
하면서 한·중·일 전통철학의 차이를 고찰한다. 

When facing on the modernity of the orient, the specific issue often rises up, the issue on ‘what 
occurred in the countermove of the orient towards the shock from western cultures and thoughts’. 
There were several ways of responding to western culture shock at that time in order to persist 
and develop their own oriental cultures and thoughts. Therefore, This course aims at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houghts in oriental philosophy relevant to the idea of oriental 
modernity by comparatively discussing the traditional thoughts in Korea, China, and japan with 
each other.

PHI2003 철학의 근본문제 Basic problem of Philosophy

철학 전공에 도움이 될 기초 내용들을 다루며, 철학사의 기본 흐름, 기본적 방법론, 나아가 형이상학 및 인식
론의 기본적 문제들을 접하게 한다.

This aims at the basic and preliminary understanding for Philosophy, providing the fundamental 
ideas, concepts and theories of Philosophy in addition to the primary issues on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within the access to the general methodology of Philosophy. 

PHI2004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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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을 깨닫
게 하여 기호 논리학의 의의를 알게 한다. 

This examines the fallacies in logical arguments often occurred in ordinary and academic life, so 
this proceeds to illuminate the necessity of deductive reasoning and its structure. Then, this 
lightens up the true meaning of logic while being awakened to the necessity of logical thinking by 
looking closely into the potential limitation of deductive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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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2012 서양고중세철학사 History of Ancient and Medieval Western Philosophy

그리스의 자연철학으로부터 중세철학까지의 철학사를 개관하되,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원자론, 소크
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및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스코투스의 사상에 중점을 둔다.

This provides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hilosophy in history from ancient Greek to the 
medieval ages. In particular, this intensively focuses on the thoughts of Parmenides and Herakleitos, 
the logical theory on atom and the thoughts of Socrates, Plato, and Aristotle. In addition to them, 
the thoughts and beliefs in the Medieval western philosophy would be discussed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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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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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background of the humane spirit and the inquiring mind from natural science after 
Renaissance, rationalism on the Continent and empiricism in England had been correlatively 
developed each other with its confrontational debates. This course throughly examines the thoughts 
on rationalism represented by Descartes, Spinoza and Leibniz, and futhermore, comparatively 
studies about the thoughts on empiricism represented by Locke, Berkeley, and Hume, in addition 
to its academic methodology and the theories on human being, world,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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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ntensively discuss with the issues on contemporary ethics and its methodology after looking 
comprehensively into theories on the traditional ethics in history. this provides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ideas and concepts on ethics and its primary issues. 

PHI2028 동양철학의기본문제 Basic problems of Eastern Philosophy

동양 철학의 기본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들은 동양에서 형성된 사상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e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basic problems in Eastern Philosophy,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oughts and cultures of eastern countries.   

PHI2029 도가철학 Philosophy in Taoism

노자와 장자 철학을 ‘도덕경’과 ‘장자’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close study on the philosophy of Laozi and Chuangzi by deeply analyzing 
its original texts.

PHI2008 인식론 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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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식, 경험적 지식의 정당화, 기초주의와 정합주의 등의 문제를 다룬다.  

‘What’ can we know about and ‘how’ can we know about it? Quest for the origin, certainty of 
knowledge; a critical study of the objectivity of knowledge. It will be also discuss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skepticism, realism, idealism, rationalism, empiricism, and so on.



154 2015 Course Catalog

PHI2020 존재론 Ontology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철학을 ‘있음’(또는 ‘있는 것ʼ) 및 ‘있음ʼ의 성격에 관한 탐구로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견해들을 연구한다. 

It is said that the philosophy before Plato and Aristotle investigates of a ‘Being’(or ‘What is be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The course studies in a various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for this.

PHI2007 한국고대철학 Philosophy in ancient Korea

한국 신화들을 통하여 한국사상의 원류와 원형을 찾아보고, 원효와 의상의 불교철학, 고려시대의 한국 유학 
및 선종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국철학의 흐름을 살펴본다.

This closely examines the origin and the archetype of Korean thoughts in history through Korean 
mythological stories. Then, this searches comprehensively for the aspectual flow in Korean philosophy 
within the study on the thoughts of Buddhists, Wonhyo and Euisang, Korean Confucianism and the 
thoughts of ‘Zen’ in Koryo Dynasty.

PHI2033 중국고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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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se aims at the introductory investigation about the thoughts of various philosophers in 
Pre-Qin dynasty era, one of the greatest time coexistent together with various thoughts and 
perspectives. In this era, several various ideas had been essentially developed well with the procedure 
of correlatively thinking of them as the tensional associations with mysterious, rational as well as 
emotional one. Therefore, this course looks closely into these thoughts in genera and also the 
background of these traditional idea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how they effects each other well. 

PHI2032 유가철학 Philosophy in Confucianism

중국 사상의 주류는 유학이다. 이 유학이 선진시기에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되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제자백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만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
한다. 나아가, 이들의 사상이 이후의 성리학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본다. 

The mainstream of Chinese thoughts is Confucianism, originated from Confucious and developed by 
Mencius. This course aims at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in Pre-Qin era, 
which are, in particular, the social background of its origin, the typical and diverse issues on it, 
the peculiar features of it in the correlation with various philosophical schools in ancient China. 
Futhermore, this looks closely into its great influence on Neo-Confucianism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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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한다. 
그리고 동양미학, 한국미학도 고찰한다. 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대두되는 영상미학, 애니메이션 감상, 
나아가 대표적 비평이론을 다룬다. 

This is a critical study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theories on arts, which discusses the 
western and oriental aesthetics within philosophical viewpoints.

PHI4037 과학방법론 Methodolog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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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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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xamine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science, e.g., laws, theories, causational 
determinism and explanation.

PHI4023 중국근세철학 Philolophy in modern China

중국근세철학은 성리학과 양명학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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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Confucianism is comprehensively discussed with reason(Li,理), energy(Qi,氣), and mind(Xin,心). 
However, Neo-Confucianism is divided into two schools, one represented by Zhu Xi and another 
represented by Wang Yangming, in terms of the different background of era. Then, this course 
brings on the systematic and synthetic understanding of two major flows in Neo-Confucianis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m within the classification of different concepts in their own contexts.

PHI4039 동양철학의고전 Classics in Eastern Philosophy

동양 유·불·도 사상의 기본 텍스트를 원전으로 강독함으로써, 동양철학의 독특한 개념들을 컨텍스트 안에
서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This fosters the exhaustive understanding of the peculiar ideas and concepts within the contextual 
meanings in oriental philosophy through the readings of original texts, which are related with the 
thoughts o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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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자료를 다룬다.

This aims at the comprehensive study of existentialism, phenomenology, structurism, postmodernism, 
theory of symbols, etc, which were or are predominat in the contemporary western philosophy.

PHI4012 독일관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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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 idealism, which is originated from transcendental idealism called by Kant himself, 
prosperously developed with the efforts and thoughts of Fichte, Schellin, and Hegel. This course 
looks closely into the development in their theories.

PHI4040 현대프랑스철학 Modern French Philosophy

현대독일철학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서도 자기나름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현대프랑스철학의 개념구상들을 
‘문제-개념’ 연관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사르트르, 리쾨르, 메를로-퐁티, 데리다, 소쉬르, 레비-스트로스, 
라캉, 푸코, 알튀서, 들뢰즈의 철학적 개성과 영향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This course comprehends the conceptual plot of modern french philosophies in the connective frame 
of problem-concept which have developed their own problematics under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modern german philosophies, and explores intensively their philosophical personality expressed 
in the philosophies of J. P. Sartre, P. Ricoeur, M. Merleau-Ponty, F. Saussure, C. Levi-Strauss, 
J. Lacan, L. Althusser, and G. Deleu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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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 인류가 현재

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생활의 발자취와 이룩한 유산 

모두를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오늘과 내일

을 설계하는데 확고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본 사학과에서는 세계사적 보편성 법칙을 인식

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데 전공의 목표를 둔다. 

 학과(전공) 소개

본 학과는 한국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세계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 거시적으로 인류문화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여 세계 속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뚜렷하게 인식하

도록 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문화

의 창달과 국제적인 문화교류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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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

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역사 

연구서들도 기존의 정치사 위주의 딱딱한 내용에서 

벗어나 문화사나 생활사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일

반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학예사나 학예관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근무

할 수도 있다. 이외에 학부에서 별도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학과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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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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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논 문
중국학계의 북방민족, 국가 연구(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08
고대 동북아 연구(공저), 백산자료원, 2008
｢영주의 대조영 집단과 발해국의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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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사연구 20, 2004
｢페기이튼사건과 앤드류 잭슨의 정치 전략｣, 미국사연구 23, 2006
｢대영제국과 버팔로빌쇼｣, 미국사연구 25, 2007

서 인 범
전 공 분 야 중국근세사
세부연구분야 明代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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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학보 174, 2002
｢명 중기 연납입감에 대하여｣, 역사학보 185, 2005
｢연행학(燕行學)과 한중관계(韓中關係)｣, 명청사연구 29, 2008

노 대 환
전 공 분 야 한국근세사
세부연구분야 朝鮮史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근세사 한국근현대사
대 표 저 서 동도서기론 형성 과정 연구
대 표 논 문

｢1860-70년대 전반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양무 이해｣, 한국문화 20, 1997  
｢숙종 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 기능｣, 한국문화 32, 2003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국문화 4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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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 식
전 공 분 야 한국고중세사
세부연구분야 한국사상사(불교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사상사

대 표 저 서
新아시아불교사 10 (조선반도 베트남), 교성출판사, 2010.
고대 동아시아 재편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10.

대 표 논 문
｢후고구려 불교의 재검토｣, 보조사상 402013.
｢彌勒寺 創建의 歷史的 背景｣, 한국사연구 159, 2012.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불교학보 60, 2011.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HIS2001 역사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HIS2002 서양고대사 3 3 기초 학사1년 2
HIS2014 한국사강독 3 3 기초 학사1년 1 선택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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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2012 한국현대사 3 3 기초 학사1년 2
HIS2010 동아시아 역사상의 소통과 교류 3 3 기초 학사2년 2
HIS2011 서양사강독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선택필수1
HIS2013 한국근세사 3 3 기초 학사2년 1
HIS2015 한국근대사 3 3 기초 학사2년 2
HIS4002 동양근세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03 서양근세사2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HIS4032 서양최근세사1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HIS4005 동양최근세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33 서양최근세사2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HIS4030 서양현대사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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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4023 동아시아 역사상의 중심과 주변 3 3 전문 학사3~4년 1
HIS4024 동양역사고전읽기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29 한국문화예술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07 한국사상사 3 3 전문 학사3~4년 1 세미나
HIS4028 한국사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2 세미나
HIS4031 서양사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HIS4017 한국사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1
선택필수2
학생연구

HIS4018 동양사연습 3 3 전문 학사3~4년 2
선택필수2
학생연구

HIS4026 역사로 본 미국의 두 얼굴 3 3 전문 학사3~4년 1
선택필수2
학생연구

HIS6001 한국시대사연구(1) 3 3 전공 석사1~4학기 1 선수
HIS6002 한국사학사연구 3 3 전공 석사1~4학기 1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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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대학원 진학
교육계

한국사강독
역사학입문
동양고대사

➡
한국사특강, 동양사강독
서양사강독,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서양사연습

교육학입문(교육학)
교육과정이론(교육학)

교육측정 및 평가(교육학)
인간발달과 학습(교육학)

언론·출판계
영상콘텐츠개발
방송드라마작가

한국현대사
역사학입문

➡

서양근세사Ⅰ·Ⅱ
서양최근세사Ⅰ·Ⅱ

동양근세사
동양최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사회경제사
동아시아 역사상의 중심과 주변

역사로 본 미국의 두 얼굴
동양역사고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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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한국사특강

박물관학과실습(불교미술)
불교건축론과 보수(불교미술)
한국고고학개론(고고미술사학)
불교고고학(고고미술사학)
역사고고학(고고미술사학)
한국건축사(고고미술사학)

복수전공트랙
역사학입문
한국사강독

➡
동양사강독, 서양사강독,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역사로 본 미국의 두 얼굴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HIS6005 한국사연구의 제문제 3 3 전공 석사1~4학기 2 선수
HIS6006 한국사상사연구 3 3 전공 석사1~4학기 2 선수
HIS6011 동양사연구의 제문제 3 3 전공 석사1~4학기 2
HIS6015 동양시대사연구(1) 3 3 전공 석사1~4학기 1
HIS6018 서양사의 사관과 이론 3 3 전공 석사1~4학기 1
HIS6020 서양사연구의 제문제 3 3 전공 석사1~4학기 2 선수
HIS8003 한국중세사연습 3 3 전공 박사1~4학기 2
HIS8004 한국사회사연구 3 3 전공 박사1~4학기 2
HIS8005 한국근세사연습 3 3 전공 박사1~4학기 1
HIS8009 한국제도사연구 3 3 전공 박사1~4학기 1
HIS8014 동양중세사연습 3 3 전공 박사1~4학기 2
HIS8017 동양근세사연습 3 3 전공 박사1~4학기 1
HIS8026 미국사연구의 제문제 3 3 전공 박사1~4학기 1
HIS8033 서양제도사 비교연구 3 3 전공 박사1~4학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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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역사교육과 HIE2012-01 한국전근대사1:고대사 3.0
역사교육과 HIE2005 서양고전봉건시대사 3.0
역사교육과 HIE2006 동아시아고중세사 3.0
역사교육과 HIE2013-01 한국전근대사2:중세사 3.0
역사교육과 HIE2008 한국대외관계사 3.0
역사교육과 HIE2009 서양근대이행기의 역사 3.0
역사교육과 HIE2014-01 동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3.0
역사교육과 HIE4017-01 한국근현대사 3.0
역사교육과 HIE4002 한국문화사상사 3.0
역사교육과 HIE4004 서양근현대사 3.0
역사교육과 HIE4016-01 동아시아근현대사 3.0
역사교육과 HIE4007 동아시아문물교류사 3.0
역사교육과 HIE4011 한국사회경제사 3.0

■ 최대 인정 학점 : 12 학점

 교과목 해설

HIS2001 역사학입문 Introduction to History

역사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범위, 특성 등을 살펴보고, 접근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
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aims to establish the upright historical cognition by means of considerations on the 
scientific character, scope and peculiarity of history. It also introduces a goal of a historical 
science and the means of accessing it.

HIS2002 서양고대사 Ancient History of the West

서양문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에 대해 개관한다.

A survey of the ancient civilization of the West, from the Egyptian and Mesopotamian civilization 
to the classical civilization of Greece and Rome, placing emphasis on the political vicissitudes, 
cultural development, and religious traditions.

HIS2014 한국사강독 Readings of Korean History

한국사상의 주요 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주요 테마별로 선정, 발췌하여 
읽어감으로써 사료취급의 방법을 익힌다.

By reading important parts of Sam-kook yu-sa, Sam-kook sa-ki and other dynastic histories, this 
course aims at familiarizing students with and teaching them proper handling of the primary source 
materials in Korean history.

HIS2003 한국고대사 Ancient History of Korea

한국의 선사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역사를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로 나누어 변천과정을 살피되, 
민족의 형성과 대륙문화와의 교류에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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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ination of korean history from the pre-historic period to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by 
the Silla Dynast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formation of Korean 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n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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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Chinese and Indian histories in ancient times; it analyzes and compares the 
formative processes of the two distinctive societies of China and India, and their influences on 
Korea.

HIS2005 한국중세사 Medieval of Korea

통일신라 말기의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계기되는 고려사회의 성립과정을 살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신분 및 토지제도 그리고 권력구조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고려시대사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Analyzing the decline of Silla Dynasty and the ascendancy of Goryeo Dynasty in terms of social 
mobility, land system, and polit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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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s internal development and foreign invasion from the period of Wei-Ching South and North 
Dynasty to Sung Dynasty, emphasizing adaptation and assimilation of the northern tribes into the 
mainstream of Chinese culture.

HIS2007 서양중세사 Medieval History of the West

로마제국의 멸망에서부터 봉건사회의 성립과 붕괴를 개관한다. 중세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과 변질에 유
의하고, 중세사회의 특성과 근세에 이르는 계기성을 고찰한다. 

Politic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religious trends in Europe from the 5th to the 16th century, 
focusing upon the shaping of modern Europe.

HIS2008 
HIS4003

서양근세사1·2 Modern History of Europe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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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
회 및 근대국민국가 확립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본다.

From the Renaissance to Absolute Monarchy; the shaping processes of modern Europe through 
socio-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s as well as religious reform.

HIS2012 한국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관계의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ims to help student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s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nd its significance by studying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diplomatic developments after 1945 liber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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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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understands the history which is formed in East Asia and a traditional culture from institutional 
private field of diplomacy, politics, national defense and economic back, compared to further 
commerce, the race, religion, it searches being understood and a flow process of East Asia from 
the racial back cultural side.

HIS2011 서양사강독 Readings of European History

서양의 사서를 선정하여 Reading Seminar 방식으로 진행하여 원서 해독능력과 사료 취급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Selective readings of the western language materials with emphasis on the training in doing 
independent research with western documents.

HIS2013 한국근세사 Modern History of Korea

조선 개국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를 개관하고 한국사에서의 근세라는 특징을 이해하
도록 한다.

The main politic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intellectual trends from the founding of the Yi 
Dynasty to the opening of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 Korean response to the opening of the 
country, the changes that followed it, and development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intellectual areas, with attention to new interpretations.

HIS2015 한국근대사 Modern History of Korea

개항 후 식민지시대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관계의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가 성립되는 동시대 역사의 본질을 이해토록 한다.

Modern History of Korea aims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periodical shift in the Korean 
modern times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by studying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diplomatic development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IS4002 동양근세사 Modern History of Asia

송대에서 청 중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를 개관하고 동양사에서의 근세라는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A survey of the major development in politics, socio-economy and culture from the Sung Dynasty 
to the mid-Ching period, focusing on the main trends leading to the mod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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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in China of Chinese and European people from the Opium War through the 20th centur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internal struggle over modernization and the Chinese response to the 
western impact.

HIS4032 서양최근세사1 Recently Modern History of Europe 1

산업혁명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민족주의 및 자본주의 발전에 수반하여 제
국주의가 팽창하고 이에 따른 구미열강의 대립으로 야기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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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 survey of the evolution of European history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World War 
I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rise of nationalism, capitalism, and imperialism that sharpened 
conflicts among the nations and finall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ropean societ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HIS4033 서양최근세사2 Recently Modern History of Europe 2 

제1차대전 이후부터 러시아혁명, 대공황, 제2차대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베르사이유 체제와 자본주
의 모순을 통해서 발생한 대공황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후 다시 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본다.     

A general survey of the evolution of European history from World War I to World War II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rise of Russian socialism, the crises of capitalism, and the  break of the 
Second World War, and finall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ropean society since World War I. The 
subjects of examination include revolutionary situations in post-war Europe, emergence of the 
great depression, fascism, World War II, and their impacts on the present world.

HIS4030 서양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제2차대전 이후부터 냉전, 베트남전쟁, 68혁명, 반문화운동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초유의 이데올로
기 대결이었던 냉전의 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세대간의 세계관의 대결이었던 
반문화 대항 문화의 발생과 그 영향의 살펴본다.         

A general survey of the evolution of European history from World War II to the Counter-Culture of 
Western Europe and America. Also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rise and fall of the Cold War 
that sharpened conflicts between socialist Soviet Block and capitalist western countries an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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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lass surveys the soci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of Korea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A seminar will be held occasionally to help student get the ability to understand.

HIS4010 동양사특강 Topics on Asian History

동양사상의 새로운 연구주제 및 몇 가지 주요 테마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접근방법, 분석방법 등을 논의하고 
그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여 본다.

This course involves students in reading selected parts of the source materials in classical Chinese 
and thus enabling them to approach the original sources on Chinese history.

HIS4011 동양사강독 Reading of Asian History

중국사의 기본 사료와 중국의 사료 중에서 한·일 등의 주변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선정하여 읽어
감으로써 원사료에 접근하여 그 취급방법 및 분석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This course involves students in reading selected parts of the source materials in classical Chinese 
and thus enabling them to approach the original sources on Chinese history.

HIS4012 동아시아 역사상의
중심과 주변

The Center and the Margin in the History of 
East Asia

동아시아의 역사에는 크고 작은 중심과 주변이 있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었고, 
이와 대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중심들도 있었다. 중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점 역시 중요하
다. 본 강좌는 이러한 관점에 서서 동아시아 역사를 조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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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ss of the East Asian history, Imperial China always was the linchpin of the East Asian 
world. But there were also various other nations that possessed the same or less significance as 
did China in the region. This course aims to shake the conventional ‘center-oriented’ perspective 
and to understand history of East Asian countries from the pluralistic point of view.    

HIS4029 한국문화예술사 History of Korean Culture and Arts

한국문화예술에 관한 여러 이론과 삼국 이래의 종교 및 사상, 문화유산 등을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인접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의 특성을 이해한다.

History of Korean Culture and Arts is a review of religions, thoughts, and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since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and several theories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Through the comparison of culture and arts of adjacent countries,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unique feature of Korean culture and arts.

HIS4007 한국사상사 History of Korean Thoughts

삼국 이래의 주요 사상의 흐름을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및 유교사상의 전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An examination,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major thinkers in korean history and their 
thoughts.

HIS4028 한국사특강 Lecture of Korea History

고문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사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ecture of Korea History aims to help students to strengthen their ability to thoroughly interpret 
historical material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by reading through various documents such as old 
manuscripts or books. 

HIS4031 서양사연습 Seminar on European History 

서양 문명의 여러 문제를 주제별로 분석 검토한다. 학생들의 주제발표를 유도함으로써 시대사 강의와 다른 
세미나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이때까지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테마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
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the historical insight, writing, presentation skill through working out 
student’s own labour. And so, Students are required to engage in independent research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Professor, and to present paper for open discussion and comment 
in the class.

HIS4017 한국사연습 Seminar on Korean History

한국사상의 중요한 문제점을 선정하여 학생 스스로 연구 발표케 하여 이에 대한 공동토론을 유도한다.

This class will be conducted in a seminar format under the instructor’s supervision and control. 
Research and discussion focus on recent scholarship.

HIS4018 동양사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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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Students are required to engage in independent research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instructor, and to present paper for open discussion and comment i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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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4026 역사로 본 미국의 두 얼굴 American Expansion and Its Effect on the World

본 강좌의 목적은 미국 문화의 세계사적 충격을 19세기와 20세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대 어떤 국가와도 비교될 수 없는 세계 팽창을 힘을 보여준 미국 문화의 저력을 이해함과 함께 동시에 
그러한 파격적인 충격으로 감당해야 할 수용국가들의 변화와 그 반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이 될 것
이다.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와 발전 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긍정적으로 개별 국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그러한 과정에서 개별 수용 국가들이 전통적인 질서와 진로에서 외부적인 
이 놀라운 충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공부 또한 이 강좌가 주목하는 점이다.  

This lecture course aims to understand why American cultural imperialism spreaded in the world 
radicall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Specially this lecture explains why American 
expansionism effected onto many different regions through very diversity ways in the world. From 
the 1890s to 1940, America’s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 spread worldwide. And American 
industrial and cultural mechanism effected on the world markedly. This American expansion and 
exceptionalism is the system of beliefs, values, fears, prejudices which radically effected into the 
world drastically. In the free talking and seminar style course in the lecture, students understand 
American unique expansionism’s good and side effects on the World civilization.  

HIS6001 한국시대사연구(1) 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1)

삼국의 성립에서부터 통일 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연구 검토한다.

Studies the development from the Three States’ emergence to the Unified Shilla Era.

HIS6002 한국사학사연구 Korean Historiograph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관의 변천과 역사서술방법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논한다.

Covers the period from the Ancient to the Contemporary, examining the change in historical views 
and description of history.

HIS6003 한국시대사연구(2) 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2)

고려시대의 역사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Studies the History of Korea(Koryŏ) Dynasty.

HIS6004 한국대외관계사연구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한국사의 전개에 영향을 준 제 외국과의 관계를 정치·경제·문화 등의 측면에서 연구한다.

Examines how the relations with foreign states influenced Korean history.

HIS6005 한국사연구의 제문제 Problems on the History of Korea

한국사의 발전단계 및 한국사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Discusses problems in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and methodology of study.

HIS6006 한국사상사연구 Korea Intellectual History

한국사상의 성격을 정치·경제·사회와의 관련성에 유의하면서 논한다.

Examines characteristics of Korean thoughts and its relevances to the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IS6007 한국시대사연구(3) 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3)

조선왕조 설립이후의 역사과정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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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Korean history since the foundation of Chosun Dynasty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HIS6008 한국현대사연구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개항이후 해방에 이르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추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Covers the period from the Port Openings to the 8.15 Rehabilitation, examining the modernization 
of Korea.

HIS6009 중국사학사론 Chinese Historiography

중국전통사회에서의 사관과 역사이론을 연구·논의한다.

Studies the historical views and the historical theories in Chinese tradition.

HIS6010 동양사회사연구 Studies of the Oriental Societies

동양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변천과정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Studi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in changes in Oriental societies from the sociological view.

HIS6011 동양사연구의 제문제 Problems of the Oriental History

동양사연구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구명한다.

Analyzes topics in the arguments about Oriental history.

HIS6012 동양제도사연구 Studies of the Oriental Institutional History

동양사의 제도적인 변화와 발전에 따르는 역사적인 영향을 연구한다.

Examines the historical influence following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Oriental institutions.

HIS6013 중국사상사연구 History of the Chinese Thought

중국사상계의 발전과 주요사상체계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Studi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thought and the main thoughts.

HIS6014 동양지역사연구 Area Studies of the Oriental History

동양사를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A separated analysis of the Oriental history according to the country and region unit.

HIS6015 동양시대사연구(1) Periodical Studies of the Oriental History(1)

상고 이래 근세에 이르는 동양의 변천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토의한다.

Studies the Oriental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HIS6016 동양시대사연구(2) Periodical Studies of the Oriental History(2)

근세 이후 아편전쟁에 이르는 동양의 변천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토의한다.

Studies the Oriental history from modern times to the Opium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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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6017 동양시대사연구(3) Periodical Studies of the Oriental History(3)

아편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양의 변천과정을 테마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토의한다.

Studies the Oriental history from the Opium War to present.

HIS6018 서양사의 사관과 이론 Historiography and Theories of the West

서양사학계의 사관과 역사이론을 시대적 추이에 따라서 구명한다.

Examines the histoiographies and theories of the Western history with the change of times.

HIS6019 서양시대사연구(1) Periodical Studies of the Western History(1)

고대 희랍에서 중세 기독교 사회에 이르는 서양의 변천과정을 테마별로 선정하여 연구·토의한다.

Reseraches and discusses the subjects for the history of ancient times to the Middle  Christian ages.

HIS6020 서양사연구의 제문제 Problems in the Western History

서양사 연구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논의한다.

Studies and focuses on the major problems of the Western history.

HIS6021 서양지역사연구 Area Studies of the Western History

서양사의 특정한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토의한다.

Selectes one nation and concentrationally studies and discusses its history.

HIS6022 서양사상사연구 History of the Western Thought

서양사상계의 발전과 주요 사상체계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Studies the developments of the Western thoughts and its  system with the division of ages.

HIS6023 서양사회경제사연구 Socio-Economic History of the West

서양사의 사회·경제적인 면의 발전을 연구·토의한다.

Focuses on the social and ecomocic developments in the West.

HIS6024 서양시대사연구(2) Periodical Studies of the Western History(2)

르네상스 이후 산업혁명에 이르는 서양의 변천과정을 테마별로 선정하여 연구·토의한다.

Reseraches and discusses the subjects for the history of Renaissance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HIS6025 서양시대사연구(3) Periodical Studies of the Western History(3)

산업혁명 이후 서양의 근대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특정시기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연구·토의한다.

Reseraches and discusses the special subjects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West.

HIS8001 한국고대사연습 Seminar on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선(先)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역사를 사료와 그에 관한 논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Focuses on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treatises that are committed on the history of Pre-Three 
Kingdom(先三國) to the Unified Silla(統㊀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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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8002 한국경제사연구(1) Korean Econocic History(1)

한국원시공동체 사회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경제상의 주요주제를 연구 검토한다.

Researches and discusses the economic subjects that are committed on the history of  the primitive 
society to Korea(高麗).

HIS8003 한국중세사연습 Seminar on the Medieval History of Korea

고려시대의 역사발전과정을 논하되 기존의 연구업적과 관계사료의 검토를 위주로 하여 강의를 진행시킨다.

Makes the prime subjects that are committed on the exisiting studies and historical documents of 
the Korea(高麗).

HIS8004 한국사회사연구 Korean Social History

한국의 사회와 신분제도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Concentrates upon the characteres of Korean society and its status system.

HIS8005 한국근세사연습 Seminar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조선왕조 시대의 역사과정을 논하되, 기존의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하고 관계사료를 검토한다.

Analyzes and estimates the existing achievements and the historical docments of Chosun(朝鮮) 
Dynasty.

HIS8006 한국정치사연구 Studies of Political tradition of Korea

한국의 정치적 전통을 시대적 특성에 비추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Focuses on the the political tradition of Korea with the changes of times.

HIS8007 한국최근세사연습 Seminar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개항 이후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논하되 기존의 연구업적과 관계사료의 검토를 위주로 한다.

Makes the prime subjects that are committed on the studies and documents of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HIS8008 한국문화사론연구 Theories of Korean Culture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고 인접문화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Examines the korean cultures to understand its characters and compares other nations’.

HIS8009 한국제도사연구 History of Korean Institutions

한국의 정치·군사·법률 등의 발전과정을 제도사적 입장에서 연구한다.

Studies the developments of the politics, military and law with the point of an institutional history.

HIS8010 한국사특수연구 Special topics in Korean History

한국사의 특수분야에 관한 역사를 연구한다.

Studies the special topics in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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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8014 동양중세사연습 Seminar on the Medieval History of China

수·당 시대로부터 명 시대까지의 역사를 사료·참고서를 중심으로 주요학설과 방법론을 연구·논의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major theory and methodology, laying stress on historical documents of 
Medieval Chinese history.

HIS8015 동양사상사연습 Seminar on the History of the Oriental Thought.

동양사상계의 발전과 주요 사상체계의 전개과정을 연구 검토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the Oriental thought and its system

HIS8016 중국근세지성사연구 Intellectual Hstory of Modern China

중국 근세 사회지성인들의 사상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논의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thoughts of intellectuals of modern china with the division of ages.

HIS8017 동양근세사연습 Seminar on the Modern History of China

청조의 흥기로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중국역사에서 서양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연구한다.

Studies the changes that were caused by the West from the Qing(靑)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IS8018 동양최근세사연습 Seminar on the Contemporary China

20세기 중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군사 등 전반에 걸친 근대화에 따르는 획기적인 변천과정을 연구한다.

Studies the transformations of politics, society, ecomony, culture and military in twentieth cuntury.

HIS8019 동서교류사 Relational History of the East and West

전통사회에서의 동양과 서양간의 교류문제와 그에 따르는 양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연구한다.

Examines and stduies the effects that were generated by the inter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HIS8020 북방민족사론 History of the Northern Peoples

북방민족의 역사적 역할과 요(遼)·금(金)·원사(元史)를 연구한다.

Studies the roles of the northern peoples and the history of the Iiao(遼), Lin(金), and Yuan(元).

HIS8021 중국사학사연습 Semina on the Chinese Historiography

중국의 역사이론과 사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논의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theories and historiography of the China.

HIS8022 동양문화사연구 Studiesof the Oriental cultural History

동양 제 민족 및 국가의 역사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문화적 동질성 및 특이성을 규명한다.

Understand the oriental pepoles and nations with the point of cultural history and examines  their 
cultural homogeneities and peculiarities.

HIS8023 서양고대사연습 Seminar on the Ancient History of Europe

오리엔트 문화로부터 로마멸망까지의 시대를 사료·참고서를 중심으로 주요학설과 방법을 연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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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nd discusses the major theories and the methodologies with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references of the Ancient history of europe as the central themes.

HIS8024 서양근대외교사연구 Diplomatic History of the Modern West

근대 서양의 민족·국가간의 외교관계사를 분석·연구한다.

Studies and analyzes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western peoples and nations.

HIS8025 서양중세사연습 Seminar on the Medieval History of Europe

로마 말기로부터 16세기까지의 서양역사를 사료·참고서를 중심으로 주요학설과 방법론을 연구·논의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major theories and methodologies with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references from the ages of the late Roman Empire to the 16th century as the central themes.

HIS8026 미국사연구의 제문제 Problems of the American History

미국사 연구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논의한다.

Studies and focuses on the major problems of the American history.

HIS8027 서양근세사연습 Seminar on the Modern History of Europe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서양역사를 사료와 참고서를 중심으로 주요학설과 방법론을 연구·논의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major theories and methodologies with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references of the 17th century to 19century as the central themes.

HIS8028 영국사연구의 제문제 Problems in Study of the British History

영국사 연구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Studies and focuses on the major problems of the British history.

HIS8011 한국경제사연구(2) Korean Economic History(2)

조선왕조 이래 1945년까지의 상공업 발전 등 경제적 제 문제를 연구 고찰한다.

Researches and discusses the economic subjects that are committed on the history of the Chosun 
Dynasty to 1945.

HIS8012 동양고대사연습 Seminar on the Ancient History of China

상고시대로부터 진·한 시대까지의 역사를 사료와 그에 관한 논저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다.

Studies the documents and treatises that are commeted on history of the Acient to the qin(秦) and 
Han(漢).

HIS8013 중국사회경제사연습 Seminar on the Socio-Economic History of China

중국의 특수한 경제체제와 사회제도의 복합적 요소들이 역사적인 요소들이 역사전반에 주는 영향을 제목별
로 연구·발표한다.

Studies and read on the subjects that are focused on the special economic system, social institution 
and its effects on the Chines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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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8029 서양최근세사연습 Seminar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20세기 서양의 역사를, 사료·참고서를 중심으로 주요학설과 연구방법론을 논의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major theories and methodologies with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references of the 20th century’s Western history as the central themes.

HIS8030 프랑스사연구의 제문제 Problems in Study of the French History

프랑스사 연구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Studies and focuses on the major problems of the French history.

HIS8031 서양지성사연구 Intellctual History of West

서양지성인들의 사상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논의한다.

Studies and discusses the thoughts of the intellectuals of West with the division of age.

HIS8032 독일사연구의 제문제 Problems in Study of the German History

독일사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을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Studies and focuses on the major problems of the German history.

HIS8033 서양제도사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f the Western 
Institurional History

서양 각국의 제도사를 시대 및 분야별로 선정하여 비교·연구한다.

Compares and studeis the western institutional history with selecting the ages and th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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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모든 학문의 기초인 수학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과학 문

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과

학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수

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크

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우리 수학과는 순수 수학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응용 수학분야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교

육함으로써 지식정보화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수학전문인을 양성하고 지

식과 지혜를 타인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갖춘 지성인을 배출한다.

 학과(전공) 소개

수학은 대수학, 해석학, 위상 및 기하학으로 크게 분

류되는 순수 수학과 이를 모태로 하여 자연과학 분야 

및 산업에 응용되는 응용수학으로 분류된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수학은 수 십 년 혹은 수 백년 동안 

미결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과 고도

의 논리적 사고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창조해 나

가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매력적인 학문이며 수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 뿐 

만 아니라 수리적 지식본질의 명확한 상을 마음속에 

맺어야 한다. 순수 수학은 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간의 합

리적 이성적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함에 있으므로 과

학도들에게는 응용 수학뿐만 아니라 오늘의 순수 수

학도 필수적인 학문이며 미래를 위한 학문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수학은 경제, 통계, 정보산업 및 컴퓨터과학 등 다양

한 연계전공이 있다. 따라서 수학을 전문으로 공부하

여 대학원 진학 및 중등교육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와 

연계전공을 이수하여 금융·보험·전산 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를 위하여 수학과에서

는 금융수학, 암호학, 전산응용수학 등 응용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졸업 후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연계전공을 이수하

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대학원에서 수학분야를 전공하거나 응용수학을 바탕

으로 경제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등을 전공하여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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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전

공을 활용하여 금융, 보험, 전산 분야관련 기업에 진

출할 수 있다. 

수학과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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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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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 Ⅰ(북스힐)
공업수학 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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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 Ⅰ(북스힐)
공업수학 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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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 Ⅰ(북스힐)
공업수학 Ⅱ(북스힐)

대 표 논 문

Chaotic Homeomorphisims of  Induced by Hyperbolic Toral Automorphisms and Branched 
Covering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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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저 서
미적분학(북스힐)
공업수학 Ⅰ(북스힐)
공업수학 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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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저 서 공업수학 Ⅱ(북스힐), 의료명상학(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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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범 규
전 공 분 야 대수학
세부연구분야 정수론
학사학위과정 KAIST 수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수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수리과학과(전공) 이학 박사

대 표 논 문
Zagier duality for harmonic weak Maass forms of integral weight
Construction of class fields over imaginary quadratic fields and applications

Primes of the form   with conditions ≡  mod   ≡ mod  
조 덕 빈
전 공 분 야 수치해석
세부연구분야 수치해석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과(전공) 수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수학과(전공) 이학박사

대 표 논 문
IsoGeometic Analysis using T-splines on two-patch geometries.
Characterization of T-splines with reduced continuity order on T-meshes.
Anisotropic NURBS approximation in Isogeome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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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AT2003 선형대수학 및 연습 Ⅰ 3 3 기초 학사2년 1
MAT2017 선형대수학 및 연습 Ⅱ 3 3 기초 학사2년 2
MAT2023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2 팀 프로젝트
MAT2026 정수론 3 3 기초 학사2년 1
MAT2027 벡터 해석 및 연습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MAT2028 수학기초이론Ⅰ 3 3 기초 학사1년 1
MAT2029 수학기초이론Ⅱ 3 3 기초 학사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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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4003 해석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1 3학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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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발표

MAT4025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4학년권장/
학생연구과목

MAT4027 그래프 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3학년권장/
토론발표

MAT4030 미분기하 Ⅱ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4학년권장/
토론발표

MAT4033 암호론 3 3 전문 학사3~4년 2 팀 프로젝트
MAT4036 금융수학 3 3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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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학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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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4047 현대대수학 Ⅰ 3 3 전문 학사3~4년 1 3학년권장
MAT4048 현대대수학 Ⅱ 3 3 전문 학사3~4년 2
MAT4049 편미분방정식 3 3 전문 학사3~4년 2
MAT4045 멘토프로그램 1 전문 1
MAT4037 주니어세미나1 1 전문 1
MAT4046 주니어세미나2 1 전문 2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대학원지학

선형대수학및연습Ⅰ,Ⅱ
고등미적분

전산응용수학및실습
복소함수론
현대대수학Ⅰ
해석개론

위상수학개론
수치해석및실습

계산수학 및 연습 Ⅰ
계산수학 및 연습 Ⅱ

➡

현대대수학Ⅱ
실해석

현대위상수학
미분기하Ⅰ,Ⅱ
벡터해석및연습
미분방정식및연습
응용수치해석및실습

암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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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철학과 PHI2035 논리학 3
경제학과 ECO2004 거시경제학 3
경제학과 ECO2003 미시경제학 3
통계학과 STA2016 확률론 3

물리·반도체과학부 PHY2002 역학1 3
물리·반도체과학부 PHY2007 역학2 3
물리·반도체과학부 PHY4041 전자기학1 3
물리·반도체과학부 PHY4001 전지기학2 3

■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중등교육

선형대수학및연습Ⅰ,Ⅱ
고등미적분

전산응용수학및실습
복소함수론
현대대수학Ⅰ
해석개론

위상수학개론
수치해석및실습

계산수학 및 연습 Ⅰ
계산수학 및 연습 Ⅱ

➡
현대대수학Ⅱ

실해석
현대위상수학
그래프이론
정수론

확률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실습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금융·보험 ➡

그래프이론
금융수학

편미분방정식
암호론

응용수치해석및실습
전산금융수학및실습
미분방정식및연습

확률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전산 ➡
현대대수학Ⅱ

실해석
현대위상수학
미분기하Ⅰ
정수론

복수전공트랙 ➡

MAT2003 선형대수학 및 연습Ⅰ Linear AlgebraⅠ

연립방정식과 행렬, 실벡터공간, 기저 및 차원, 행렬의 계수 , 내적공간, 정규직교기저, 선형변환, 핵과 치역, 
선형변환의 행렬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focuses on linear systems and matrices, Real vector space, Basis and dimension, 
Coefficients of matrices, Inner product space, Orthonormal basis, Linear transformation, Kernel 
and image, Matrix of linear transform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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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2017 선형대수학 및 연습Ⅱ Linear AlgebraⅡ

고유치 및 고유벡터, 직교대각화법, 대치행렬, 2차 형식 미분방정식에 대한 응용, 원추곡선에 대한 응용, 2차 
곡면에 대한 응용, 복소선형공간, 복소내적공간, 유니터리 행렬, 정규행렬 등을 다룬다.

The content of this course includes: eigenvalues and eigenvector, Symmetrization, Symmetric 
matrix, Quadratics form and its applica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Application to quadrics, 
Complex vector space, Complex Inner product space, Unitary matrix, Normal matrix.

MAT2023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Computational Applied Mathematics

미분 적분학, 미분 방정식, 수치해석, 벡터해석 등 여러 수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
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List manipulation, Assignment and rules, Data types, Writing function, Local variables, Procedural 
programming, Pattern matching, Anonymous functions, Tras Pittfalls mol Debugging.

MAT2026 정수론 Number theory

정수의 기본성질,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소수, 인수분해, 합동식의 성질, 잉여류, Fermat의 정리, Euler
의 정리,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합동식의 응용, 이차잉여, Legendre기호, 이차잉여의 응용, 연분수, 연분수 
전개, 대수적 정수 등 정수론의 기본 사항을 다룬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property of integers, gcd, lcd, prime number, factorization, residue, 
quadratic residue, Fermat theorem, Euler theorem, Chinese remainder theorem, congruence, 
Legendre symbol, algebraic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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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kes의 정리 등을 논한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vector-valued function, linear transformation, quadratic form, differentiation 
on , line integral, duoble integral, surface, area, surface integral, Green theorem, Stokes theorem.

MAT2028 수학기초이론Ⅰ Foundation of MathematicsⅠ

기초집합론, 명제와 논리, 기호논리학, 증명방법론, 논증기호, 형식적 공리학 등 현대 수학에서 사용되고 있
는 내용들을 다룬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basics of set theory, statement and logic, method of proof, symbolic 
logic, axiom.

MAT2029 수학기초이론Ⅱ Foundation of Mathematics Ⅱ

수학사, 기초정수론, 대수적 구조, 대수학과 기하학, 수체계, 행렬이론 등 수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history of mathematics, basics of number theory, algebraic structure, 
system of numbers, matrix, basic concept of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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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l 정리를 배운 후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논한다. 이 성질에는 극대·극소값정리와 Compact성 보존정리가 포함된다. 
Riemann적분의 정의와 적분학의 기본정리, 그리고 특이적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무한급수
의 성질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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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axioms of real number system, limit of sequence, limit of functions, 
mean value theorem,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vector, tangent plane of surface, 
Lagrangian multiplier, line integral, double integral, triple integral.

MAT2031 계산수학 및 연습Ⅰ Computational mathematicsⅠ

1계 상미분방정식의 소개 및 해법, 선형상미분방정식의 소개 및 해법, Laplace 변화의 소개 및 미분방정식으
로의 적용방법, 멱급수에 의한 미분방정식 해법, 행렬, 행렬식 등의 개념에 대하여 다룬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 and how to solve, linear 
differnetial equation and how to solve, power series solution, matrix, determinant.

MAT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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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리만 방정식, 복소 적분, 코시의 복소적분, 복소 
수열, 급수, 로랑급수, 유수정리 등을 다룬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seperation of variables, Fourier series, 
Fourier transformation, complex analytic function, Cauchy-Riemann equation, Cauchy integral, 
complex integral, complex sequence and series, Laurent series, residue theorem.

MAT4003 해석개론 Introduction to Analysis

실수의 대수적 및 해석적 성질, 실수상의 위상, Bolzano-Weierstrass 정리, Compact 집합, Heine-Borel정
리, Cauchy 수열, 단조수열 정리, 함수의 연속성, 균등 연속, 연결 집합과 연속함수, Stone-Weierstrass의 
정리 등을 다룬다.

Real numbers, Bolzano-Weierstrass theorem, Compact sets, Heine-Borel theorem, Cauchy sequence, 
Monotone convergence theorem, Continuity, Uniform continuity, Connected sets, Sequences of 
functions and The Stone-Weierstrass approximation theorem.

MAT4014 실해석 Real Analysis

미분, 도함수의 종류, L’Hospital의 정리, 중간치 정리, Riemann-Stieltjes 적분, 유계변동 함수, 이상적분, 
무한 적분, 측도, Lebesgue 적분, 함수의 수렴성 및 균등 수렴, 무한 급수 및 수렴 판정 등을 다룬다. 

Differentiation, L’Hospital’s theorem, Mean value theorem, Riemann-Stieltjes integral, Improper 
integral, Infinite integral, Measure, Lebesgue integral, Convergence, Uniform convergence, Infinite 
series and Convergent test.

MAT4016 수치해석 및 실습 Numerical analysis

수치문제의 표현으로부터 수치해석에서 이러나는 제 문제 즉, 오차문제, 최적치문제, 여러 가지 제어문제 등
을 해서함으로써 수치해석문제의 해법이론을 살펴보고 미분방정식 등 해석학의 수치처리문제와 선형대수 등 
대수학의 수치처리문제를 다룬다.

This course analyzes all the problems happening in numerical analysis like error, optimum value, 
various controls, etc. It reviews analysis theories and handles how to process numbers in linear 
algebra, algebra, differential calculus, etc.

MAT4021 미분기하Ⅰ Differential GeometryⅠ

벡터 함수, 정칙곡선, 호의 길이를 매개변수로 하는 곡선, 단위 접선 벡터, 곡률, 단위법선벡터, 종 법선벡터, 
Frenet 공식 등 곡선론과 곡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룬다.

Differentiation of vector valued functions chain rule, Jacobian, Inverse function theorem, Implicit 
function theorem, Surface theory, Regular surfaces.



181수학

03

이
과
대
학

MAT4025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Applied numerical analysis

비선형방정식의 해법, 연립방정식의 해법, 고유치문제, 보간다항식, 미분 및 적분, 상미분방정식의 해법, 편
미분방정식의 해법 등의 수치적 접근 방법을 다룬다.

Numerical analysis involves the study of methods of computing numerical data. In many problems 
this implies producing a sequence of approximations; thus the questions involve the rate of 
convergence, the accuracy of the answer, and the completeness of th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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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들
에 대해서 공부한다.

Graph, Algorithm. Degree sequence, Tree theory, Network, Ford and Fulkerson method, Euler 
graph, Hamilton graph and Euler’s Formula.

MAT4030 미분기하Ⅱ Differential GeometryⅡ

정규곡면의 매개변수 표현, Coordinate Patch, 접평면 및 법선, 제 1 및 제2의기본형, 주곡률(Principal 
Curvature), Gauss 및 평률, 곡률, Gauss-Weingarten 방정식, 곡면의 기본정리 Gauss-Bonnet의 정리 
등 곡면론에 대해서 다룬다.

Coordinate patch, Simple surfaces, Tangent plane and the normal vectors,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forms, Principal curvatures, Gaussian and mean curvatures, Rodrigue formula, 
Gauss-Weigarten equation, Fundamental theorem of surfaces, Manifolds, Tensors and Gauss-Bonnet 
theorem.

MAT4033 암호론 Cryptography

암호학의 기초, 고전암호시스템, 블록암호알고리즘, 스트림암호 알고리즘, 해쉬함수, 공개키 암호 시스템, 
인증 및 서명, 암호 프로토콜, 응용(IC카드, 전자금융시스템, 우편시스)

The expansion of the connectivity of computers make ways of protecting data and messages from 
tampering or reading important. Even the US courts have ruled that there exists no legal 
expectation of privacy for email. It is thus up to the user to ensure that communications which 
are expected to remain private actually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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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Mathematics is a flourishing area of modern science. Since the pioneering days of Black, 
Scholes and Merton, the subject has developed rapidly into a substantial body of knowledge. Its 
numerous applications have become vital to the day to day functioning of the world’s financial 
institutions. As a consequence, a solid command of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quantitative 
finance is essential for a responsible approach to the trading, asset management, and risk control 
of complicated financial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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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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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cover several solutions of linear system of equations such as Gaussian elimination, 
pivoting, LU decomposition, iteration methods. It will also cover least square methods, high 
dimensional Newton methods, eigenvalue problem, matrix diagonalization, QR decomposition,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MAT4039 미분방정식 및 연습 Differential Equation

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정리, 급수해법, 연립 미분방정식의 해법,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소개, 미분방정식의 
해의 안정성 등을 다룬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existnece and uniqueness theorem, series solution, linear system of 
differential equation,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 stability.

MAT4040 전산금융수학 및 실습 Computational mathematics in finance

시계열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및 최적화, 파생 금융 상품의 가격 결정, Black-Scholes 편미분방정식, 
Dynamic Hedging 전략, Monte Calro simulation등 금융 수학의 제반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computational methods on many problems in mathematical finance such as 
time series analysis, portfolio analysis and optimization, pricing of various derivatives, 
Black-Schole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dynamic hedging strategy, Monte Carlo simulation.

MAT4042 위상수학개론 Introducion to topology

집합론 개념을 바탕으로 위상공간의 정의, 기저와 준기저, 위상공간에서의 연속함수, 거리공간의 정의, 가산
성 및 가분공리, compact공간 등을 논한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definition of topology, basis, subbasis, continuous map, metric space, 
countability, seperation axiom, compactness.

MAT4043 현대위상수학 Modern topology

생명공학 등에서 많이 응용되는 Knot(고리)이론과 이차원 공간에서의 곡면 등을 기존의 정의, 정리로 이어지
는 수학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공부함으로서 다양한 수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학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Intuitive description of topology, including networks and maps, topological equivalence, 
classification of surfaces, spheres with handles, Jordan curve theorem, transformations, and 
fixed-point theorems.

MAT4044 복소함수론 Complex Variables

복소함수와 미분 가능한 복소함수, 해석함수의 성질과 조화함수의 성질, 다가함수의 분지와 분지점, 분지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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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리, Schwarsz의 보조정리 등을 소개한다. 등각사상을 소개하고 복소평면의 여러 가지 도형사이의 등각사상
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대칭의 원리와 방향의 원리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조화함수와 그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

The topics in this course are complex function, differentiation of complex function, harmonic 
function, multi-valued function and its brach, line integral, Cauchy theorem, Cauchy integral 
formula, Liouville theorem,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complex series, Laurant series, 
singularity, residue, Rouch theorem, Schwarz lemma, conformal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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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4047 현대대수학Ⅰ Modern AlgebraⅠ

Group의 정의, Lagrange Theorem, Cayley Theorem, Isomorphism Theorem, Direct Product, Group 
Actions, Free Groups, Sylow Theorem, Factor Group, Fing and Field, Fermat’s and Euler’s Theorem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gives an introduction of modern and abstract algebra to mathematics major. 
Topics include the definition of a group, Lagrange Theorem,Cayley Theorem, Isomorphism 
Theorems, Quotient groups, the elementary theory of rings and fields, and Modern Algebra I idelas.

MAT4048 현대대수학Ⅱ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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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gives continuation of Modern Algebra I.
It deals with Euclidian domain, Principal ideal domains, Unique factorization domains, Sylow 
theorem, Field extensions, Galois theory, and insolvabilith of quintic.

MAT4049 편미분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편미분방정식의 기초적 이론들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들은 Fourier 변환, 일계 편미분방정식, 
Cauchy-Kovalevsky 정리, Laplace 방정식, 최대치원리, Sobolev 공간, 이계 타원형 편미분방정식 등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are introduced to the fundamental theorie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DE). In addition, Fourier transform, linear PDE, Cauchy-Kovalevsky theorem,  Laplace equation, 
maximum principle, Sobolev spaces and second-order elliptic PD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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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화학은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의 조성, 성질, 구조, 

물질 상호간의 작용과 변화를 연구하여 자연의 질서

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화학은 과학과 공학의 기본이 

되며, 의약학을 비롯한 모든 산업기술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본 화학과는 화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험 교육을 

통하여 탐구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과학기

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표가 있다. 아울러 개개인

의 꾸준한 학문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

에 기여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본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지혜 체득과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

를 육성한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

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화학 전반에 관한 기초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

로 이해하고 습득하며, 물질에 관한 폭 넓은 이해와 

함께 탐구 방법을 학습하여 기본 연구능력을 갖춘 화

학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본 학과가 담당하는 교양 교육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문 탐구에 관한 기본 원리와 방법을 가르친다.

셋째,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장하며,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과목은 물론 다양한 응용 과목

을 가르쳐서 산업계와 교육계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를 양성한다.

 학과(전공) 소개

화학은 자연현상을 물질의 조성과 그 변화를 연구하

는 학문으로 차원에서 이해하며, 그러한 지식을 바탕

으로 새로운 물질을 창조해 내는 자연과학이다. 따라

서 화학 전공에서는 창의력과 탐구정신으로 문제 해

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주요연혁

1954. 02. 01   문과대학을 문리과대학으로 개편하고 

이학부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를 신설하다.

1955. 04. 01  서독 Leybold 계획에 의한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1955. 05. 01  과학관 착공

1958. 05. 15  과학관 3층(지하 1층, 지하 2층) 

875.34평을 준공하다.

1958. 08. 01  대학원 화학과 석사 과정 개설

1961. 04. 01  대학원 화학과 박사 과정 개설

1968. 02. 01   화학과 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화학과 학생회 결성하다.

1975. 04. 20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 발표회 

개최

1980. 04. 20   과학관 3, 4층 719.26평(총 1,595.6평)

을 증축하다.

1982. 11. 01  OECF차관으로 실험기자재 도입

1994. 02. 1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전국 화학

과 평가 결과, 본교의 화학과가 학부 

및 대학원 ‘우수’ 평가를 받다.

화학과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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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01   박관호교수 이과대학 연구장학기금 

설립

2004. 05. 15   화학과 총동창회 명의로 화학과 개설 

50주년 기념식수(수종, 느티나무, 위

치: 과학관 앞 정원).

2004. 05. 15    화학과 개설 50주년 기념식 및 학술강

연회 개최하다. 

2010, 08. 01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혁신신약약물성라

이브러리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화학-

생물학 분석장비 (HR-500 NMR, 

LC-MS, HR-LC-MS, ATR-FTIR 외 

20종) 운용 체계 확립

2014. 05. 10    화학과 개설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강

연회 개최하다. 

2014. 09. 01   수도권 특성화사업 선정으로 화학-생

물학 특성화학과 추진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화학은 그 탐구 대상물질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

서 화학 및 화학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화학이 차지하는 

무게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주변

에서 볼 수 있는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와 같

은 의약품, 초강도 초경량 합금, 차세대반도체, 초전

도체 및 고분자 등과 같은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화학

의 지원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화

학의 도움으로 컴퓨터가 발전되고, 컴퓨터발전의 미

지의 반응, 물질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진다면 그 발전 

속도 및 파장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화학이 모든 자연과학과 기술의 중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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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교육

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화학 관련 분야에서 모두 인

정받는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수 소개

김 홍 범
전 공 분 야 유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유기합성, 전기 유기화학
학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 학사
박사학위과정 Indiana 대학교 유기화학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유기화학 유기화학실험 유기합성

대 표 저 서

다시 쓴 유기화학실험 4판 자유아카데미
K’ Manual for Organic Laboratory
다시 쓴 유기강의(상)
다시 쓴 유기강의(하)
과학에서 규범으로
http://site.dongguk.edu/user/reorg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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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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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 형
전 공 분 야 분석화학, 전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전기분석화학
학사학위과정 서강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 대학교 물리화학(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분석화학(전공) 이학 박사(Ph. D.)
담 당 과 목 분석화학1 & 2 유기 및 분석실험1 & 2

대 표 저 서
“퀴리부인은 무슨비누를 썼을까? 2.0”, 생각의 힘, 2014.
“공기로 빵을 만든다고요?”, 생각의 힘, 2013.

대 표 논 문

“Large discharge capacities at high current rates for carbon-coated LiMnPO4 nanocrystalline 
cathodes”, Journal of Power Sources,  244 189(2013).
“Cyclic Stability of Electrochemically Embedded Nanobeam V2O5 in Polypyrrole Films for Li Battery 
Cathodes”, J. Electrochem. Soc., 158, A133(2011).
“Electrochemical Analysis of Coductive Polymer-Coated LiFePO4 Nanocrystalline Cathodes with 
Controlled Morphology”, Electroanalysis, 23, 2079(2011).

석 원 경
전 공 분 야 무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전이금속화학, 무기반응메커니즘, 태양전지, High-Energetic, Dense Materials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화학과(전공) PhD

담 당 과 목 무기화학 1 무기화학 2 무기화학실험

대 표 저 서
한국화학회관의 발자취, 한국화학회관, 2011.
멘델레예프와 주기율표, 대한화학회, 2006. 
전이금속화합물의 반응과 메커니즘, 자유아카데미, 2003. 

대 표 논 문

Computational study on Spirocyclic Compounds as Energetic Materials, Bull. Korean Chem. Soc. 
2014, 35, 989-993.
Theoretical Study on H3N3O3 for Solid Rocket Propellants, Bull. Korean Chem. Soc. 2013, 34, 
3189-3190.
Comparative Study of Ru(II) and Ru(III) Complexes, Z. Anorg. Allg. Chem. 2012, 638, 754-757. 

박 태 준
전 공 분 야 물리화학(이론)
세부연구분야 반응속도론, 제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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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etics of Reversible Consecutive Reactions, Bull. Kor. Chem. Soc. 34 24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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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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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ydroxyphenacyl ester: a new photoremovable protecting group Photochem. Photobiol. Sci. 
2012,11,1465-1475
The Power of Solvent in Aktering the Course of Photorearrangements Org. Lett. 2011,13,644-647
Temperature Dependent Product Distribution in Photolysis of o-Alkylphenacyl Benzoates
Tetrahedron Lett. 2013, 54, 717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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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국 현
전 공 분 야 기기분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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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분석과 QC/QA 고분자화학 기기분석실험과 QC/QA

대 표 논 문

Evaluation of a Mitochondrial Voltage Sensor (18F-Fluoropentyl)triphenylphosphine cation in a rat 
myocardial Infration Model
Nuclear Medicine, 53,11(2012) p1-7
Supercapacitive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electrode in organic electrolytes
containing single- and double-cationic liquid salts
electrochemica Acta 89(2013) 807-813
Electrochemical capacitor behavior of cooper sulfude (CuS) nanoplatelet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586 (2014) 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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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리화학

대 표 논 문

J. Phys. Chem. A 115, 3087 (2011), “Formation of C4H4
•+ from the Pyridine Radical Cation: A 

Theoretical Mechanistic and Kinetic Study”
Int. J. Mass Spectrom. 336, 1 (2013), “Unimolecular reactions of gaseous picoline radical cations. 
A new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study”
Astrobiology 13, 465 (2013), “Mechanism of prebiotic adenine synthesis from HCN by oligomerization 
in the gas phase”

공 영 대
전 공 분 야 유기화학(조합화학)
세부연구분야 조합화학기반 독창적인 약물성 라이브러리 구축 및 의약화학 최적화 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 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the Tokyo 화학과(유기/의약화학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유기-분석화학실험 의약화학

대 표 저 서

혁신신약라이브러리 생산/지원 연구기반구축, 2014, 산업융합원천기술사업단, 지식경제부,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DB구축 및 신약개발 기획, 2014, 광역경제권연계사업단, 지식
경제부,
Soild-Phase Organic Synthesis (Chapter 10: Generation of Drug-like 5-Membered Heterocyclic 
Libraries Using Carbon Disulfide and Merrifield Resin), 2012, John Wiley-Sons Inc, USA.

대 표 논 문

Novel 3-Arylethynyl-subsititued Thieno[3,4-b]pyrazine Derivatives as a Human Transglutaminase 
2 Inhibitors, Nayeon Kim, Se Hun Kwak, Seon-Hyeong Lee, Vinayak Juvekar, Byung-IlLee, Hee-Chul 
Ahn, Soo-Youl Kim,* Young-Dae Gong*, Organic & Biomolecula Chemistry 2014, 12, 4952.
Transglutaminase 2 inhibitor abrogates renal cell carcinoma in xenograft models, Bo Mi Ku, Nayeon 
Kim, Dongwan Hong, Young-Bock Choi, Seon-Hyeong Lee, Younbg-Dae Gong*, Soo-Youl Kim*, 
J. Cancer Res. Clin. Oncol., 2014, 140, 757.
Copper-Catalyzed Synthesis of 3-Substituted-5-Amino-1,2,4-Thiadiazoles via Intramolecular 
N-S Bond Formation, Ha-Young Kim, Se Hun Kwak, Gee-Hyung Lee, Young-Dae Gong*, 
Tetrahedron 2014, 70, 8737. (최근 3년간 SCI 논문 24편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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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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 대학교 화학과(무기화학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나노화학 화학과컴퓨터 환경화학과 나노바이오

대 표 저 서
Nanomaterials for Life Science Vol. 7 : Biomimetic and Bioinspired Nanomaterials
Chapter 6. “2-Dimensional Inorganic Nanoparticles with Drug Delivery and Target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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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₃ hybrid electrode.

정 상 전
전 공 분 야 생화학(화학생물학): 

세부연구분야
분자이미징, 형광분자 설계 및 합성, 항체-약물 복합체개발, 단백질 발현정제 및 X-선 구조결정, 효소동
력학, 약물검색 등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약학과(제약학전공) 약학사
석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유기화학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생유기화학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생화학 화학생물학 화학생물학실험
홈 페 이 지 http://mtrc.dongguk.edu
대 표 저 서 김동한, 정상전, 창약화학: Drug Design & Discovery,  1999, ISBN: 89-381-0219-X, 동일출판사, 서울.

대 표 논 문
H. J. Kang, et al. Acta Crystallogr., Sect. D: Biol. Crystallogr. D69, 1514–1521 (2013) (corresponding author)
M. S. Jeong, et al. Chem.  Commun., 48 (2012) 6553–6555. (corresponding author)
H. J. Kang, et al. Biomaterials  33 (2012) 5423-5430. (corresponding author)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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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4046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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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4047 기기분석과 QC/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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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4025 분자분광학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HE4048 기기분석실험과 QC/QA 3.0 6.0 전문 학사3~4년 1
CHE4028 유기반응이론 3.0 3.0 전문 학사3~4년 1
CHE4049 생물리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CHE4050 의약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2
CHE4037 반응속도론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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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연구, 전문직 트랙

분석화학1,2
물리화학1,2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유기작용기화학

유기및분석화학실험1,2

➡

무기화학1,2
생화학

화학생물학
기기분석과 QC/QA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화학생물학실험

기기분석실험과 QC/QA
유기반응이론

유기구조결정방법의이해
분자분광학
반응속도론
생물리화학
화학과컴퓨터

미적분학및연습1,2
일반물리학및실험1,2
일반생물학및실험1,2

응용수학1,2
역학1,2

양자역학1,2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생물정보학

산업체 트랙

분석화학1,2
물리화학1,2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유기작용기화학

유기및분석화학실험1,2

➡

무기화학1,2
기기분석과 QC/QA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과 QC/QA
의약화학

환경화학과 나노바이오
고분자화학
나노화학

창의적공학설계
생물공학입문
공업유기화학
환경공학입문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과학 및 화학교사 트랙

분석화학1,2
물리화학1,2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유기작용기화학

유기및분석화학실험1,2

➡

무기화학1,2
기기분석과 QC/QA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과 QC/QA
유기반응이론

유기구조결정방법의이해
반응속도론
화학과컴퓨터
고분자화학

교육학입문
교육철학
교육학개론
화학교육론

화학교재연구및지도법
공통과학교육론

공통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실습

복수전공 트랙

일반화학및실험1,2
분석화학1,2
물리화학1,2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유기작용기화학

유기및분석화학실험1,2

➡
무기화학1,2

기기분석과 QC/QA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과 QC/QA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HE4039 화학과컴퓨터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HE4051 화학생물학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HE4052 화학생물학실험 3.0 6.0 전문 학사3~4년 2
CHE4042 나노화학 3.0 3.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HE4053 환경화학과 나노바이오 3.0 3.0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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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생명과학과 BIO2010 생화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3 ) 학점

 교과목 해설

CHE2001 분석화학1 Analytical Chemistry

분석화학의 체계적 이론과 실제적 용법을 다룬다.  실험자료의 통계저리 방법, 균일계의 화학평형, 산 염기 
적정을 비롯한 정량분석을 위한 각종 계산방법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to understand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including error analysis, equilibria of of acid-base, gravimetry, volumetric analysis, etc.

CHE2003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1 Experiments in Organic and Analytical Chemistry

유기 및 분석화학 실험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연습한다.

Basic experimental techniques in organic and analytical chemistry including separation, purificati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CHE2005 유기화합물의 결합및구조 Organic Chemistry 1

유기화학반응과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유기화학의 전문용어, 유기화합물 명명법과 구
조, 물성 및 반응기작에 대하여 공부한다.

Basic theory in organic chemistry covering bonding, orbitals, structur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etc.

CHE2006 물리화학1 Physical Chemistry 1

열역학의 기본법칙, 열역학적 함수, 화학 반응의 평형, 반응의 자발성, 순물질과 혼합물의 상전이와 전기화학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physical chemistry such as fundamental laws of 
thermodynamics, thermodynamical functions, chemical equilibriums, spontaneous reactions, phase 
transitions of pure substances and mixtures, and electrochemistry.

CHE2009 분석화학2 Analytical Chemistry 2

착화합물 적정, 복잡한 평형 체계를 다룬다. 전기화학의 기본원리, 산화 환원 적정, 전기화학을 사용한 분석
물질의 분석방법 및 원리를 다룬다. 분광분석화학 및 분리분석화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o understand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including precipitation, complex equilibria of heterogeneous solution, principles of 
electrochemistry, spectrophotometric analysis and separ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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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2010 유기작용기 화학 Organic Chemistry 2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의 연계 과목으로서 유기화합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합성법 및 반응성 등을 
작용기별로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벤젠과 카보닐 작용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organic compounds with emphasis on reactivities of organic 
functional groups.

CHE2012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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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step organic synthesis. Qualitative organic analysis. Separation,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unknowns.

CHE2013 물리화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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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ory level of quantum theory, time-independent Schroedinger equation are taught. Basic 
concepts of quantum theory, tunneling, harmonic oscillator, rotations, and hydrogen atom are 
studied and solved. Furthermore many electron atoms and molecules are studied quantum 
mechanically via approximate way.

CHE4046 생화학 Biochemistry 

핵산, 단백질, 당, 지질 등 생체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세포내 상호작용과 이들에 의한 
세포내 화학변화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biomacromolecules such as 
nucleic acids, proteins, polysaccharides, and lipids, and study their interactions and reaction 
mechanisms in cells.

CHE4015 무기화학1 Inorganic Chemistry 1

무기 화합물의 원자 구조, 분자의 모양, 산-염기 화학, 군론, 공유 결합 및 이온 결합 등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Atomic structure, molecular shape, acid-base chemistry, group theory, ionic and covalent bonding 
theories are discussed.

CHE4017 물리화학실험 Experiments in Physical Chemistry

열역학 및 분광학, 반응속도론에 관련된 기초적인 실험 실습을 한다. 분몰랄 부피, 용질의 분배, 흡착, 수분
해반응, 해리상수, 표면장력, 점도, 염료의 흡수 스펙트럼 등을 측정하여 물리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The experiments on thermodynamics, spectroscopy, and kinetics are carried out, which includes 
observations or determinations of partial molar volumes, distribution of solutes, adsorption, 
hydrolysis kinetics, dissociation constants, surface tension, viscosity, absorption spectra of dyes. 
The main purpose of the experiments is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phys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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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sis of polymers radical, cationic and anionic polymerization, mechanism and kinetics of 
polymerization, molecular structure of polymers, thermal,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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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4047 기기분석과 QC/QA Instrumental Analysis and QC/QA

기기분석의 여러 분야 중 분리분석법에서는 Gas chromatograph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를 다루며, 분광분석법에서는 UV/Vis spectrophotometer, IR spectroscopy 및 Atomic Absorption Analysis 
와 열 분석법 및 방사 화학법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제약과 생명공학 제품의 고도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QC/QA 분야에서 기기분석의 중요성을 다룬다.

This course includes gas chromatograph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V/Vis 
spectrophotometry, IR spectroscopy, atomic absorption analysis, and thermal and radiochemical 
analysis. In addition, their applications for QC/QA will be discussed.

CHE4022 유기 구조 결정 방법의 이해 Organic Structure Identification

화합물의 구조 결정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핵자기공명(NMR), 적외선 분광법(IR), 자외선 분광법(UV) 및 
질량분석법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It will cover four different methods, Mass Spectrometry, Nuclear Magnetic Resonance, Infrared and 
Ultraviolet Spectroscopy. This is a practical course that emphasizes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f 
correlating all available spectroscopic data.  The molecular principles behind the measurements are 
discussed, and a variety of spectroscopic techniques are introduced.

CHE4023 무기화학실험 Experiments in Inorganic Chemistry

이미 수강한 무기화학 1 및 실험과 무기화학2 강의에서 배운 그리고 배울 개념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자 한다. 무기 화합물, 배위 화합물 및 유기 금속 화합물의 합성과 반응성을 조사하며 아울러 분광학적 성질
을 다루며 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Experiments on pr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pure inorganic compounds and complexes will be 
included. And reactivities and spectroscopic properties of coordination compounds and organometallic 
complexes will be treated.

CHE4024 무기화학2 Inorganic Chemistry2

전이 금속 화합물 및 유기금속 화합물의 구조, 결합, 반응성, 반응 메커니즘, 이론적인 배경에 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기금속화학을 알아보고자 하며, 균일촉매로서 활용
을 살펴본다. 무기화학1의 수강이 필수적이다.

The reactivities, reaction mechanism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for inorganic and organometallic 
compounds are discussed. Inorganic Chemistry I is necessary to take before this course.

CHE4025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roscopy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원자나 분자의 구조, 에너지 등을 결정하는 학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분광
학의 양자화학적 이론과, 분자의 회전, 진동, 전자 분광학 및 라만 분광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Energy levels and structures of atoms and molecul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light  and matter 
are studied. Time-dependent Schroedinger equation is taught and solved. Specifically theories of 
vibrational, rotational, and  electronic and Raman spectroscopy of molecules are taught in detail.

CHE4048 기기분석실험과 QC/QA Experiments in Instrumental Analysis and QC/QA

화학분석기기를 이용하는 미량성분 분석실험으로서 IR spectroscopy, UV/Vis spectrophotometer , Gas 
chromatography ,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및 Atomic Absorption Analysis 등을 통하
여 무기물 · 유기물 분석 실험을 수행하며, 의약품 품질관리(QC)와 품질보증(QA)에 대한 적용 예를 학습한다.

Using analytical instruments such as IR spectroscopy, UV/Vis spectrophotometer, gas chromatograph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d atomic absorption analysis, organic and in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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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will be analyzed, and their importance in applications for QC/QA in pharmaceutical 
companies will be introduced.

CHE4028 유기반응이론 Organic Chemist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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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theory and reaction mechanism of organic compounds, particularly those of biological interests.

CHE4049 생물리화학 Biophysical Chemistry

통계열역학의 기본 개념 및 원리, 분자의 상호 작용, 고분자 및 재료물질의 물성을 이해하고, 질량분석법 등 
생물 분자의 분석에 필요한 분광법을 다룬다.

Students learn the principle of statistical thermodynamics, molecular interactions, properties of 
macromolecules, and spectroscopic methods for biological molecules including mass spectrometry.

CHE4050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유기화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을 위하여 산업계에 생산되고 있는 약물성 유기 저분자 화합물의 화학
구조와 약리활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공부하여 약물의 논리적 합성 및 설계방법을 학습함.

For the student studed general chemistry and organic chemistry,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of 
small molecule drugs will be taught. In addition, the students will learn a concept of rational 
design and synthesis of drugs or bioactive molecules.

CHE4037 반응속도론 Chemical Kinetics

화학변화에 대한 거시적(현상적)고찰과 미시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거시적 관점의 방법은 기존
의 반응속도론 이론으로서의 반응계의 농도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밝히는 이론이다. 한편, 미시적 방법은 
분자 동력학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반응을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Phenomenological methods, dynamical and statistical approaches to chemical reactions are taught 
in the course. This includes the conventional theory of chemical kinetics, the scattering theory, the 
transition state theory and the unimolecular reactions and photochemistry of reactions.

CHE4039 화학과 컴퓨터 Chemistry and Computer

최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화학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화학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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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분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활ㄹ용, 양자 화학 관련 계산에 필요한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등을 다룬다.

The course teaches chemistry, through computer use which is application to information search, through 
use of various software, of compounds structure and reaction, through use of software for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through programming for computation related with quantum chemistry, etc.

CHE4051 화학생물학 Chemical Biology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지식을 기반으로 생명활동을 이해시키고, 향후 질병의 원인규명과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함

- Student will be taught life activity at molecular level based on the knowledge General chemistry 
and Organic chemistry.

- Through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tak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identification of disease 
mechanism, drug discovery and diagnosis.

- The course will mainly focus lecture and discussion but sometimes includes team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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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4052  화학생물학실험 Chemical Biology Lab.

생명공학 기술의 핵심인 유전자 클로닝, 단백질 발현 정제 및 효소 동력학 등을 실험함

- This laboratory course includes the key experiments in BT such as gene cloning, protein 
expression & purification, and enzyme kinetics.

- Although each team consists of two students each student perform one’s own experiments.
- Each team prepare to present a team project about a recent trend or application of a subject 

closely related to one of the course subjects.

CHE4042 나노화학

나노과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노크기 물질의 다양한 합성법 및 나노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
하여 습득하고 응용적 측면에서 이러한 나노물질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동향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fundamental understanding for nanoscience along with its application 
aspects. So, this course introduces the synthesis, processing, characterization, understanding and 
exploitation of nanosized materials that have useful properties and applications.

CHE4053 환경화학과 나노바이오 Environmental and Bio-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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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크기의 물질들에서 발생되는 특이한 특성들이 나노바이오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한다.

This course reviews matters regarding environment such as circulating procedures of water, air, 
ozone, global warming, photochemical smog, waste processing, movement of polluted materials, 
clean technology, etc. It also introduces nano-bio fields based on the understanding about 
distinctive properties of nano-sized materials in bi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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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20세기에 들어서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통계학은 많

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통계학은 자연 및 인간 

생활의 질서를 탐구하고 기획하는 과학 분야로서 인

식되고 있으며, 컴퓨터와 더불어 21세기 최첨단을 걸

어야 할 지식인들에게는 필수적인 학문이다.

본 전공은 먼저 학생들에게 합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하도록 통계학 전반에 대한 교육과 컴퓨터 활용력

을 길러 학문적 성격을 보다 확고히 함은 물론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 구조와 현상을 자료의 수집과 분

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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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분야의 기초적 탐구의 수단으로서, 통계기법을 활용 

응용하여 각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의학 등의 기초과학과 응

용과학은 물론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연구분야들에 이론과 방법론을 제공

하여 주는 독특한 학문분야이다. 

통계학과에서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학

문 분야들에 이론과 수단이 되어주는 통계학의 이론

과 그 방법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유익

한 정보를 생산하며 보다 나은 행동양식과 사회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통계학과는 통계학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습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방법론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사회적, 과학적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통계학자, 대학의 통계학 교수, 정부

기관과 다양한 연구기관에 종사할 통계전문가, 실무

자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학과(전공) 소개

통계학과
Statistics

1962 통계학과 한국 최초로 문리과 대학 이학부에 설립 인가

1963.03.01 문리과대학 이학부에 통계학과 신설

1972.01.28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석사과정 인가

1972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석사과정 신설

1981.03.01 염준근 교수 부임

1982 문리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개편됨으로 통계학과는 이과대학에 소속됨

1984.09.01 김혜중 교수 부임 

1984.11.27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박사과정 인가

1985.03.01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박사과정 신설

1988.03.01 입학정원제로 선발한 학생이 입학

1993.03.01 이관제 교수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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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에서는 통계전공분야를 수리통계학, 응용통계

학, 전산통계학 등 세 분야로 구분을 한다. 특히, 전산

통계학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습득한 이론을 통계팩

키지를 이용해 실제적인 자료를 분석 해석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학생들의 충분한 실습

시간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통계패키지에 대한 실습

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교과목은 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등 이론 중심의 교

과목과 통계전산처리 등의 실습 교과목, 전산통계 등

의 프로그래밍 교과목 등이 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

는 통계패키지에는 SAS, R, SPSS, MINITAB 등 여

러 패키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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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오늘의 환경에서, 통계학은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척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하

나의 학문 분야로서 그 강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 분야를 포함한 사회 여러 

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통계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위해서 올바른 표

본 집단 추출 및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조사방법, 마케팅 분야에서 통계학적인 기법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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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가하고 있다. 더구나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

들의 연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가 

일반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용량의 자료를 분석

하는 데이터마이닝 측면에서의 지식창출 노력은 통

계학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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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전이 전망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 사회는 이들 정보를 효율

적이며 객관적으로 수집·이해·분석하는 통계학 및 

1995.10.13
이과대학이 2개의 학부로 재편됨.(통계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를
자연과학부(180)로, 전산통계학과(야)를 전산통계학부 (야 100)로 개편)
정원의 20%(8명)로 교원자격증 수여자 인원제한

1999.03.01
자연과학부(통계학과 40, 수학 40, 화학 50)와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 50, 반도체과학 40)를 모집단위로 한 학생이 입학
정원의 10%(4명)로 교원자격증 수여자 인원 제한

2000.03.01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 이과대학을 모집단위로 선발한 학생이 입학

2000.09.01 이영섭 교수 부임

2002.09.01 김선웅 교수 부

2002.12.01 동국대학교 부설 통계연구소 개소

2003.06.30 통계연구소를 통계정보기술연구소로 명칭변경

2004.03.01
신입생 선발을 학부모집단위에서 학과 단위로 개정하여 
통계학과 신입생 40명이 입학

2005.09.01 안홍엽 교수 부임

2008.09.01 주용성 교수 부임

2012.09.01 박주현 교수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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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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하여 정책수립과 기획조사, 전산개발 및 관련분

야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한국

과학기술원, 해외유학을 통하여 대학교수 및 각 연구

소 책임연구원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본 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정보처리기사 1·2급, 품질관리사, 투

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FRM), 사회조사분석사 

1·2급 등이고 교직과정 이수 후 수학교사 자격증 2

급을 취득할 수 있다.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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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lass of rectangle-screened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s and its applications” (2014), 
Statistics.
“Best linear classification rule for multivariate interval screened data” (2014),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A measure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interval constraint of normal mean elicited by two stages 
of a prior hierarchy” (2014),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이 관 제
학위전공분야 수리통계
연 구 분 야 Biostatistics, Statistical Learning, Unstructured Data Mining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Rutgers대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Rutgers대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I II 프로그래밍 및 실습I II

대 표 논 문

“Combined application of information theory on laboratory results with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nalysis: Analysis of unnecessary biopsy for prostate cancer”(2013), Clinica Chimica ACTA
“Human Leukocyte Antigen Alleles and Haplo types Associated with Chronicity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in Koreans”(2007), Archives of Pathology & Laboratory Medicine
“STARD를 이용한 진단검사법 성능평가 연구의 질 평가와 메타분석을 통한 3세대 HCV 효소면역 항체검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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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마이닝 통계계산및그래픽실습 I II

대 표 논 문

“Identification of target clusters by using the restricted normal mixture model”(2013),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Assessment of anthropogenic influences on surface water quality in urban estuary, northern New 
Jersey: multivariate approach”(2013),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Error Variance Estimation via Least Squares for Small Sample Nonparametric Regression”(2012), 
Journal of Statistical Planning and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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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웅
전 공 분 야 응용통계
세부연구분야 표본설계, 조사방법론, 복합조사자료분석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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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계획법 확률과정론 확률및통계학

대 표 논 문

“OPRM1 A118G Gene Variant and Postoperative Opioid Requir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14), Anesthesiology. 121(4):825-34
“Association between Adiponectin Levels and Coronary Heart Disease and Mortality: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2(4):1029-39
“Effect  of n-3 polyunsaturated fatty acid supplementation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16-week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arallel-design multicenterstudy in 
Korea” (2013), Journal of Nutritional Biochemistry. 27(7):1367-72

주 용 성
전 공 분 야 환경통계
세부연구분야 Clustering, Bayesian modeling
학사학위과정 고려대 지질학과 지질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Cornell대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Cornell대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탐색적 자료분석 통계모델링및컨설팅 I II 대학통계학 및 실습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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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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주 현
전 공 분 야 생물통계
세부연구분야 Genetic-Epidemiologic models, Risk models, Nonparametric Bayesian methods
학사학위과정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경제 학사
석사학위과정 North Carolina 주립대-Chapel Hill 생물통계학과 생물통계학(Biostatistics) 석사
박사학위과정 North Carolina 주립대-Chapel Hill 생물통계학과 생물통계학(Biostatistics) 박사
담 당 과 목 프로그래밍 및 실습 I 프로그래밍 및 실습 II 확률 및 통계학

대 표 논 문

“Projecting the performance of risk prediction based on polygenic analyses of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2013), Nature Genetics
“Distribution of allele frequencies and effect size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for common genetic 
susceptibility variants” (2011),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SA 108, 
18026-18031
“Hundreds of variants clustered in genomic loci and biological pathways affect human height” 
(2010), Nature 467, 832-838,
“Estimation of effect size distribution from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discoveries” (2010), Nature Genetics 42, 570-575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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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학사2년 2
STA2016 확률론 3 3 기초 학사2년 1
STA2017 수리통계학Ⅰ 3 3 기초 학사2년 2
STA2018 선형계획법 3 3 기초 학사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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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학사3,4년 영어 1
STA4010 수리통계학Ⅱ 3 3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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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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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연구직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확률론

확률과정론
선형계획법

➡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데이터마이닝
실험계획법
표본조사론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시계열해석
비모수통계학
범주형자료분석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Ⅱ
보험통계학

계량경제학
사회조사방법
마케팅조사
생물정보학

수학교사

확률론
확률과정론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범주형자료분석
시계열해석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해석개론
이산수학

통계 
및

전산관련
분야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탐색적자료분석

확률론
선형계획법

➡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데이터마이닝
범주형자료분석
표본조사론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Ⅱ

데이터웨어하우스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응용 및 실험
소프트웨어공학

복수전공트랙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데이터마이닝
범주형자료분석
표본조사론
시계열해석
보험통계학
인구통계학

 학과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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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09학년도 통계학과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4. 통계학과 학부과정은 다음페이지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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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 탐색적 자료분석 

1학년 

선형계획법 확률과정론 

프로그래밍 및 실습 Ⅱ 수리통계학 Ⅰ 

수리통계학 Ⅱ 

다변량해석 

보험통계학 

범주형자료분석 

인구통계학 

시계열해석 데이터마이닝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 Ⅰ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 Ⅱ 

2학년 

프로그래밍 및 실습 Ⅰ 

대학통계학 및 실습 Ⅰ Ⅱ 

표본조사론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실험계획법 회귀해석 

비모수통계학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 Ⅰ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  Ⅱ 

통계적 품질관리 

3,4학년 

졸업
학점

130학점
교양
학점

기초
입학년도 
기준

전공학점
단수 : 입학년도 기준 졸업논문형식 ○

핵심
복수 : 36학점 외국어패스 ○학문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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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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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hniques of exploratory data analysis help us to cope with a set of data in a fairly informal 
way, guiding us toward structure relatively quickly and easily.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urse 
is to introduce the general steps and operations that make up practical exploratory data analysis.

STA2007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al ExercisesⅠ

통계학 전공에 필요한 비선형 방정식, 수치적적분, 행렬대수이론들과 같이 통계학 분야에 응용된 수리부분을 
발췌하여 통계 계산적인 측면에서 학습하며, 통계적 추론에 이용되는 붓스트랩, 잭 나이프, Cross 
Validation기법과 같은 통계계산 이론을 실습과 병행하여 학습한다.

Many statistical applications are based upon mathematical results such as non-linear equations, 
numerical integrations, and matrix algebra. In this course, such topics are introduced from a 
statistical point of view. In addition, statistical computations are discussed including Bootstrap, 
Jackknife, and Cross validation.

STA2008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Ⅱ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al ExercisesⅡ

통계적 자료분석에서 필요한 통계표작성, 산점도, 히스토그램, 셰르노프 얼굴그림, 줄기 및 잎그림 등 통계도
표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며, 범용 패키지인 SAS/GRAPH와 S-Plus를 이용한 실습을 통해 기술통계학에 대
한 이해를 넓힌다.

In statistics, summarizing of data is important and many statical tools have been developed: contingency 
table, plots, histogram, stem and leaf plot. Those tools are implemented in statistical package such as 
SAS/GRAPH and S-Plus. In the cours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hem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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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students how to use the SAS software package for windows. The goal 
is to learn the basic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gain experience on computing and analysis, so that 
the students can find their way around the many SAS reference manuals and learn more advanced 
topics on their own. The skills learned will be valuable for their future work wit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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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mphasis of this course will be on advanced methods of data manipul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using SAS Macro and SQL. Also customized reporting techinques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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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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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 concepts of stochastic process are taught. Main topics are definition of Markov chains, 
absorbing Markov chains, regular Markov chains, ergodic Markov chains, and application of Markov 
chains.

STA2016 확률론 Probability Theory

통계학의 기본이 되는 확률이론과 확률분포의 성질, 확률변수의 개념 등에 대해 초보적인 수리를 이용, 학습한다.

The course of Probability theory is essential for our department.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probability theories and concepts including population, event, probability function, random variabl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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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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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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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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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기법을 강의한다.

Algebra and calculus of vectors and matrices, special multivariate distributions (normal, Wishart, 
Hotelling’s T-squared, multivariate T, multivariate log-normal, etc.).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loglinear models, inference in the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gypothesis testing, likelihood ratio tests,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d covarianc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classification and 
discrimination models.

STA4005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적용사례, 그리고 통계학에서의 역할 등과 함께 데이터 마이닝의 여러 기법 중 로지
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분석 등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 비교 연구한다.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Data Mining are taught. Various data mining techniques such 
as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s, and neural networks are analyzed and compared  based on 
real data with various statistic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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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4006 범주형자료분석 Categorical Data Analysis

확률변수가 연속적이 아닌 이산형 자료에 대한 자료 분석과 모형 구축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항분포 및 포아
송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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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development and data analysis are taught using data based on discrete random variable such 
as binomial distribution, Poisson distribution. Main topics are Chi-square test using contingency 
table, logistic regression, log linear models, and multicategory logi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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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실험
에서 나오는 실제 자료를 분석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a deep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nonparametric statistical 
methods, which are used for data  without normality assumption. Especially, the following cases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 data with outliers, data from survey and medical statistics. Those 
data will be analyzed using SAS and/or R programs.

STA4010 수리통계학Ⅱ Mathematical StatisticsⅡ

수리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추정론, 가설검정론, 분산분석론 등의 이론과 응용대상에 대하여 중점 강의한다.

Hypothesis testing. Confidence intervals.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Order statistics, 
Decision theory. Bayes and empirical Bayes rules. Efficiency. Analysis of Variance. Distribution 
free and robus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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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하
며, 더 나아가서 정상 및 비정상 시계열 과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For time series data analyses, stationary and non-stationar processes are introduced and explored. 
Variations of time series data are analyzed into deterministic trends, seasonal trends, periodic 
trends, and so on. Such trends are discussed.

STA4012 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

가장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실험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습하고,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For scientific studies and experiments, an efficient plan for them is required. Statistics has been 
developed experimental design for the purpose. Ih the couse, the methodologies for the analysis are 
introduced for several designs.

STA4016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 Statistical Modeling and ConsultingⅠ

컴퓨터에 입력되는 자료는 대량화되고, 입력된 방대한 자료가 주는 메시지나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
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본 강의에서는 실험계획법, ANOVA, 회귀분석, 다변량분석, 비모수통계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통계적 해석방법을 공부한다.

This course prepares students to a rigorous study of the linear model on the appled statistical point 
of view, which is best known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a deep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is classical linear model, alo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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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trengths and frailties. Depth of understanding comes from a systematic use of variety of data 
applications. Practical understanding comes from broad experience with and probing of the methods 
on particular data sets through use of a flexible computer data analysis language, which for us, 
will be SAS and/o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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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to learn the intermediate-level data analysis techniques with 
the advanced linear model such as analysis of covarance, multivariate ANOVA, repeated measure 
ANOVA, logistics regression, etc. and to gain experience on finding their way around data analyses 
with variety of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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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al methodologies for quality control are introduced. Sampling methods, test for quality, etc.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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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
사 실시,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현장조사 실시, 설문 자료의 코드화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강의한다.

An audience can b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want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survey research. The course will be helpful for students who are faced with gathering data through 
a survey research project. It explores the topics: developing and administrating questionnaires, 
conducting practical surveys, ensuring scientific accuracy, analyzing and reporting survey resul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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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the design and analysis of sample surveys. The prerequisite is 
an elementary course in statistics. The course emphasizes the practical aspects of survey problems. 
It covers the following topics: basic concepts for sampling theory, simple random sampling and 
estimation, stratified random sampling and estimation, ratio, regression, and difference 
estimation, systematic sampling and estimation, cluster sampling and estim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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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ression models are considered to identify any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course introduces estimations and tests for regression coefficients, lack-of-fit test, 
analysis of varianc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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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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4036 인구통계학 Demographic Statistics

인구학 및 인구 통계학의 기초개념 및 계산방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인구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인구분포, 사망력 및 이환력, 혼인력, 출산력, 인구성장과 대치, 인구이동, 인구통계의 사회적 및 경제적 국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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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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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 물리학전공 

물리학은 삼라만상을 대상으로 자연현상의 기본 원

리를 실험 및 이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구명하며, 

또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현대과학 기술과 

연결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물리학전공에

서는 물리학의 학문적 연구에 직접 종사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연구 인력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

며,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 분야 및 과학 

교육에 종사할 연구·교육인력 양성 교육한다. 아울

러 물리학을 소양으로 한 사회 지도자와 인접 과학 

및 공학 등 타 학문을 연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교육

을 한다.

■ 반도체과학전공  

반도체과학은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학문의 구

조에 있어서도 반도체 재료 및 소자, 고주파 반도체, 

반도체 설계 등으로 구분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에 

반도체과학전공에서는 반도체 재료 및 소자는 물론 

초고속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시스템 집

적화 등 반도체과학 전 분야의 원리적 이해로부터 응

용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게 학습하고, 아울러 현장 

지향적 실습을 병행하여 입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로부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할 지식 기반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

술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학과(전공) 소개

■ 물리학전공 

본 물리학전공의 교육목표는 과학적 사고방식과 탐

구력, 그리고 무한한 창의력과 인식력 및 책임감을 

겸비한 전인적 기초 과학인을 양성하며,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 민족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물리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대부분 취업과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취업은 기업체, 정부 및 기업체 연구소, 중등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취업분야는 전

자, 통신, 반도체, 컴퓨터, 재료, 기계, 광전자 등 다

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학부졸업생은 대학원

으로 진학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대학, 

대학교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반도체과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재료 및 소자, 회로 및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

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소자 물질 및 소자 설계 원천 기술과 

연계시켜 특성화를 추진하여 재료, 소자, 회로 설계 

연구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 적용시켜 새로운 반도체 산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부 출연 연구 기

관과의 학생 교류 및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

력을 강화하고, 정부 또는 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지

원 받아 산업체 전문가 및 반도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 반도체과학전공)
Physics / Semiconducto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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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의 물질과학 특히 전자 정보기술의 발전에는 고

대로부터 연연히 발전 계승되어온 물리학과 더불어 

근대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

술의 진화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물리학은 모든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

로 기초과학, 응용과학 및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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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

너지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고에너지 분야와 응집물

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응용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진

다. 물리학은 기초 학문 분야뿐만 아리라, 응용분야

에서도 우리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의 원

리에도 물리학의 기술과 이론이 숨어 있으며, 새로운 

물질의 합성, 초소형 로봇, 슈퍼컴퓨터, 지능형컴퓨

터 그리고 컴퓨터 칩 등의 획기적인 전기 통신 분야와 

과학 혁명을 몰고 올 수 있는 기초 학문이다. 또한 

핵융합 관련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전 인

류에게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첨단 분야에서도 물리학의 역학을 지대하고 또한 

과학적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한편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한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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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의 종류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유기물 반도체가 이미 기술이 

안정되어 그 응용 분야도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집적도의 증가와 처리속도의 증가는 그 

끝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 기술에 있어서도 비약적

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설계 

및 시스템 기술은 다양한 디지털 환경과 문화를 창출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과학 및 관련 기술 발

전은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으

며,  과거 반도체과학이 주변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

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주변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

로 바뀌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물리학전공 졸업생은 학문 특성상 어느 분야에 진출

하여도 자기의 소임과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는 크게 3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학원 물리학과 석·박사 과정에 입학

하여 물리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거나 혹은 다

른 유사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대학이나 

연구소에 진출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사과정의 

교원자격증 혹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중고등학교 

교원과 같은 교육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재료, 기계, 광전자 등의 기타 사회 분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다.

반도체과학을 전공한 경우 기업 진출에 있어서는 반

도체 재료 및 소자, 제조공정의 개발 엔지니어, 집적

회로 설계 엔지니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 진

출할 수 있다. 전자, 특히 하드웨어를 다루는 시스템, 

초고주파 통신 분야의 개발 엔지니어로도 진출할 수 

있다. 신기능 반도체 재료, 통신 부품 설계, 시스템 

집적 회로 설계, 반도체 공정(나노테크놀로지)등의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기초

과학에서부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시도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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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물리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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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및 통계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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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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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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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물리학 물리학실험 물리학주제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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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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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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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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학개론 전자기학 일반물리학 물리연구프로젝트

대 표 저 서
일반역학 (청범)
일반물리학 (북스힐)

대 표 논 문

W.-C. Yang, et. al., “Doping transition of doped ZnO nanorods measured by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 Thin Solid films 520, 4622 (2012).
W.-C. Yang, et. al., “Full Surface embedding of gold clusters on silicon nanowires for efficient 
capture and photothermal therapy of circulating tumor cells”, Nano Letters. 12, 1638 (2012).
W.-C. Yang, et. al., “Controlled exfoliation of molybdenum disulfide for developing thin film humidity 
sensor”, Curr. Appl. Phys. 14, 264 (2014).

정 권 범
전 공 분 야 고체물리학
세부연구분야 표면물리 및 반도체물리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물리 및 응용물리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물리 및 응용물리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일반물리학 파동광학 양자광학
대 표 저 서 대학물리학(북스힐)

대 표 논 문

K.B. Chung et. al. “Facile fabrication of high-performance InGaZnO thin film transistor using 
hydrogen ion irradiation at room temperature” Appl. Phys. Lett. 105, 163505 (2014).
K.B. Chung et. al. “Semiconducting properties of amorphous GaZnSnO thin film based on 
combinatorial electronic structures” Appl. Phys. Lett. 104, 182106 (2014).
K.B. Chung et. al. “Effects of surface chemical structur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1-xGex 
nanowires” Nano Letters 13, 1118 (2013).

 교수 소개 (반도체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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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소자 및 실습 포토닉 디바이스 디스플레이공학

대 표 논 문

Thermal Degradation of Ohmic Contacts on Semipolar (11-22) GaN Films Grown on m-plane (1-100) 
Sapphire Substrates/JKPS(2012)
Polarization-dependent Asymmetric Hysterisis Behavior in ZnCrO layers/JKPS(2012)
Enhanced Native Acceptor-related Blue Emission of ZnO Thin Films/JKPS(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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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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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민 규
전 공 분 야 시스템반도체설계
세부연구분야 아날로그/혼성모드 회로설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초전자회로및 실습 VLSI설계및실습 혼성모드시스템설계 시스템반도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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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논문및특허

“A 65nm 1.2V 7-bit 1GSPS Folding-Interpolation A/D Converter with a Digitally Self-Calibrated 
Vector Generator”, IEICE Transactions on Electronics, Vol. E94-C, No.7, pp.1199-1205, July, 2011.
“Design of a 25mW 16 frame/s 10-bit Low Power CMOS Image Sensor for Mobile Appliances”,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Vol. 11, No.2, pp.104-110, June, 2011.
“비선형 싱글 슬로프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이를 이용한 이미지센서장치, 이를 이용한 온도센서장치, 
및 비선형 싱글 슬로프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방법”, 특허등록번호 : 10-1117216, 2012년 2월 9일.

김 현 정
전 공 분 야 반도체 박막성장 및 공정
세부연구분야 신소재 박막성장, 표면/계면물리
학사학위과정 Goettingen 대학교 물리학과 물리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Goettingen 대학교 물리학과 물리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Hamburg 대학교 물리학과 물리학 박사
담 당 과 목 전자기학 개론 반도체공정/실습 1 반도체공정/실습 2 반도체 박막공학

대 표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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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etic Properties of laser-induced ferromagnetic cobalt quantum dots passivated by ultrathin 
Ta” Jonal of Applied Physics, 95, 754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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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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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405602 (2012)

Sanjeev 
Kumar Sharma
전 공 분 야 Semiconductor Science 
세부연구분야 Hydrogenated amorphous Si
학사학위과정 C.C.S. University,India Physics B.S
석사학위과정 C.C.S. University,India Physics M.S
박사학위과정 Delhi University, India Electronic Science Ph.D
담 당 과 목 Research Professor

대 표 논 문

Morphology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nanocrystalline and nanocolumnar aluminum thin films 
grown on glass and Ti/glass substrates/JKPS(2012) 
Morphology dependent dye-sensitized solar cell properties of nanocrystalline zinc oxide thin 
films/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2011)
Optical properties of Se or S-doped hydrogenated amorphous silicon thin films with annealing 
temperature and dopant concentration/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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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mdar
Akbar Ibrahim
전 공 분 야 Solid State Physics
세부연구분야 Solar cell, Supercapacitor, battery
학사학위과정 Shivaji University, India Physics B.S
석사학위과정 Shivaji University, India Solid State Physics M.S
박사학위과정 Shivaji University, India Materials Science Ph.D
담 당 과 목 Research Professor

대 표 논 문
Applied surface Science, vol 257, 9606 (2011)
Journal of alloys & compounds, vol 509, 2127 (2011)
Thin Solid Films, vol 520, 5367 (2012)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SS2001 현대물리학1 3 3 기초 2학년 1
학부공통, 

교직연계전공
PSS2002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 1 3 2 2 기초 2학년 1 학부공통
PSS2003 현대물리학2 3 3 기초 2학년 2 학부공통
PSS2004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 2 3 2 2 기초 2학년 2 학부공통
PSS2005 전자기학개론 3 3 기초 2학년 영어 2 학부공통
PHY2002 역학1 3 3 기초 2학년 1 교직연계전공
PHY2031 물리학실험1 2 4 기초 2학년 1
SEM2002 반도체기초 및 실습 3 2 2 기초 2학년 영어 1
SEM2007 신호해석 3 3 기초 2학년 1
PHY2007 역학2 3 3 기초 2학년 2
SEM2006 반도체물리학 3 3 기초 2학년 영어 2
PHY4041 전자기학1 3 3 전문 3학년 1 교직연계전공
PHY4007 양자역학1 3 3 전문 3학년 1 교직연계전공
PHY4043 열 및 통계물리학1 3 3 전문 3학년 영어 1
PHY4002 수리물리학1 3 3 전문 3학년 1
PHY4044 파동광학 3 3 전문 3학년 1 교직연계전공
PHY4045 물리학실험2 2 4 전문 3학년 1
SEM4001 무선통신 3 3 전문 3학년 1
SEM4004 반도체소자및실습1 3 2 2 전문 3학년 영어 1 팀 Project
SEM4010 반도체공정및실습1 3 2 2 전문 3학년 1
SEM4072 VLSI설계및실습1 3 2 2 전문 3학년 1
SEM4073 디지털신호처리 3 3 전문 3학년 1
PHY4001 전자기학2 3 3 전문 3학년 영어 2
PHY4012 양자역학2 3 3 전문 3학년 2
PHY4005 열 및 통계물리학2 3 3 전문 3학년 영어 2
PHY4008 수리물리학2 3 3 전문 3학년 2
PHY4049 양자광학 3 3 전문 3학년 2
PHY4050 물리학실험3 2 4 전문 3학년 2
SEM4006 전파공학 3 3 전문 3학년 2
SEM4009 반도체소자및실습2 3 2 2 전문 3학년 영어 2 팀 Project
SEM4014 반도체공정및실습2 3 2 2 전문 3학년 2
SEM4077 VLSI설계및실습2 3 2 2 전문 3학년 2
SEM4078 전력반도체 3 3 전문 3학년 2
PHY4011 핵물리학1 3 3 전문 4학년 영어 1
PHY4014 고체물리학1 3 3 전문 4학년 영어 1
PHY4051 응용물리학 3 3 전문 4학년 영어 1
PHY4052 물리학실험4 2 4 전문 4학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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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PSS : 물리반도체과학부 공통 교과목 / PHY : 물리학전공 교과목 / SEM : 반도체과학전공 교과목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물리학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HY4053 물리학주제탐구 2 2 전문 4학년 1 세미나, 팀
SEM4079 센서공학 3 3 전문 4학년 1
SEM4080 반도체 박막공학 3 3 전문 4학년 1
SEM4081 혼성모드시스템설계 3 3 전문 4학년 영어 1
SEM4065 포토닉디바이스 3 3 전문 4학년 영어 1
SEM4064 초고주파물성및소자 3 3 전문 4학년 1
PHY4016 핵물리학2 3 3 전문 4학년 영어 2
PHY4020 고체물리학2 3 3 전문 4학년 영어 2
PHY4019 입자물리학 3 3 전문 4학년 영어 2
PHY4031 물리학과 첨단기술 2 2 전문 2-4학년 영어 1 세미나
PHY4054 물리연구프로젝트 2 4 전문 3-4학년 1 연구프로젝트
SEM4015 디스플레이공학 3 3 전문 4학년 영어 2
SEM4082 초고주파 회로 및 설계 3 3 전문 4학년 2
SEM4062 메모리소자및재료 3 3 전문 4학년 영어 2
SEM4083 시스템반도체설계 3 3 전문 4학년 2
SEM4084 반도체분광학 3 3 전문 4학년 2

합계 53강좌 152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물리교사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역학 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파동광학
물리교육론

공통과학교육론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통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파동광학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물리학Ⅰ,Ⅱ

응용물리학
입자 물리학

물리교과논리 및 논술
물리학 실험 I, II

물리학적 이론의 응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반도체물리학, 반도체소자)

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물리학실험 I
전자기학개론

➡

전자기학 I,Ⅱ
수리물리학Ⅰ,Ⅱ
파동, 양자광학

열 및 통계물리학 I, 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물리학Ⅰ,Ⅱ

응용물리학
입자 물리학

물리학 주제 탐구
물리학과 첨단기술
물리학실험 II, III, IV
물리연구프로젝트

물리학적 이론의 응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반도체물리학, 반도체소자)

물리관련 기업 
및 사업분야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물리학실험 I
전자기학개론

➡

전자기학 I, II
수리물리학Ⅰ,Ⅱ
파동, 양자광학

열 및 통계물리학 I,Ⅱ
양자역학Ⅰ,Ⅱ
고체물리학Ⅰ,Ⅱ

물리학적 이론의 응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반도체물리학, 반도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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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반도체과학전공)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반도체 소자 및 공정
1학년
일반물리학 및 실습(1,2)

⇩
2학년 1학기
현대물리학1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1
반도체기초 및 실습
신호해석

⇩
2학년 2학기
현대물리학2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2
전자기학개론
반도체물리학

➡

반도체 박막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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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분광학
센서공학
전력반도체

물리학적 배경을 견고히 
하고, 그 응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전자기학, 

양자역학)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및 RF 신호처리

➡

무선통신
VLSI 설계 및 실습 1
VLSI 설계 및 실습 2
반도체 소자 및 실습 1
반도체 소자 및 실습 2 

전파공학 
혼성모드시스템설계
초고주파회로설계
시스템반도체설계
메모리소자 및 재료
디지털신호처리

물리학적 배경을 견고히 
하고, 그 응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전자기학, 

양자역학)

복수전공트랙 ➡

반도체 박막공학
반도체소자 및 실습 1
반도체소자 및 실습 2

전파공학 
혼성모드시스템설계

반도체 공정 및 실습 1
반도체공정 및 실습 2

디스플레이공학 
메모리소자 및 재료
포토닉 디바이스

물리학적 배경을 견고히 
하고, 그 응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전자기학, 

양자역학)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응용물리학

물리학과 첨단기술
물리학실험 I, II, III, IV

물리연구프로젝트 

복수전공트랙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전자기학개론
물리학실험 I

➡

전자기학 I,Ⅱ
수리물리학Ⅰ,Ⅱ

파동 광학
열 및 통계물리학 I

핵물리학Ⅰ
양자역학Ⅰ,Ⅱ
고체물리학Ⅰ 

물리학과 첨단기술
물리학실험 II, III 

물리학적 이론의 응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접학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반도체물리학, 반도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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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별 학년별 이수체계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년별 학기별 이수체계에 따른 수강을 권장함. 

■ 물리학전공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현대물리학1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 1

역학1
물리학실험1

전자기학1
양자역학1

열 및 통계물리학1
수리물리학1
파동광학

물리학실험2
물리학과 첨단기술

핵물리학1
고체물리학1
응용물리학

물리학주제탐구
물리연구프로젝트

전산물리학 1

2학기

현대물리학2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 2

전자기학개론
역학2

전자기학2
양자역학2

열 및 통계물리학2
수리물리학2
양자광학

물리학실험3

핵물리학2
고체물리학2
입자물리학
물리학실험4
전산물리학 2

■ 반도체과학전공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현대물리학1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1
반도체기초 및 실습

신호해석

무선통신
반도체소자및실습1
반도체공정및실습1
VLSI설계및실습1
디지털신호처리

센서공학
반도체 박막 공학 
혼성모드시스템설계
포토닉디바이스

초고주파물성및소자

2학기

현대물리학2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2

전자기학개론
반도체물리학

전파공학
반도체소자및실습2
반도체공정및실습2
VLSI설계및실습2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공학
초고주파 회로 및 설계

메모리소자및재료
시스템반도체설계
반도체분광학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수학과 MAT2027 벡터 해석 및 연습 3

좌측 기재 교과목을 이수하면 
물리학전공학점으로 인정함

(최대 9학점) 

수학과 MAT2003 선형대수학 및 연습 1 3
수학과 MAT4039 미분방정식 및 연습 3
수학과 MAT4044 복소함수론 3

전자전기공학부 ENE2002 회로이론 1 3
좌측 기재 교과목을 이수하면 
반도체과학전공학점으로 인정함

(최대 6학점) 

전자전기공학부 ENE2008 회로이론 2 3
전자전기공학부 ENE2007 전기회로실험 1
전자전기공학부 ENE2013 디지털실험 1

물리·반도체과학부 PHY4041 전자기학1 3 2012학년도 이전 반도체과학과 신입학생의 
경우 좌측 기재 교과목을 이수하면 
반도체과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함물리·반도체과학부 PHY4001 전자기학2 3

■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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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S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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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introduce the modern physics at the end of 19th century to the student who are already took 
the note of general physics and knowledge of basic calculus. In this course, students are will study 
general conception and basis of special relativity, particle and wave theory of matter, quantum 
mechanics and statistical physics. 

PSS2002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 1 Basic Electronic Circuits and Lab. 1

본 강좌에서는 전자회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디지털회로에 대해 공부한다. 전반부에서는  디지털회로의 원리
를 이해하기 위해 이진수의 개념, 이진수를 이용한 논리회로에 대해 공부한다. 후반부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CMOS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직접 인버터, 디지털 회로를 설계한다. 실습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회로를 그려보고, 모의실험을 통해 반도체설계의 흐름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직접 부품을 구매해서 이
론시간에 배운 것을 제작한다.

A basic digital circuit is studied in this lecture. At the first stage, the concept of binary number 
system and binary logics are discussed. At the second stage, an inverter and other digital circuits 
based on a CMOS technology are designed. In the laboratory, a schematic editor, a simulation, and 
a fabrication of electronic board are simultaneously performed.

PSS2003 현대물리학2  Modern Physics Ⅱ

현대 물리학 I에서 습득한 양자역학적인 기초 개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물리학, 분자물리학, 고체물리학, 
초전도현상, 핵물리학, 입자물리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한다. 

Taking the modern physics 1  beforehand is highly recommanded. This course will study basic 
conception of atomic physics, molecular physics, superconductivity,  solid state physics, nuclear 
physics and particle physics. 

PSS2004 기초전자회로 및 실습 2 Basic Electronic Circuits and Lab. 2

본 강좌에서는 인간이 보고 듣는 아날로그 신호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전자회로에 대해 공부한다. 이를 위해 
수동소자로 이루어진 network 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후반부에서는 
CMOS 반도체소자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증폭기, 기본적인 바이어스 회로를 직접 설계한다. 실습에서는 컴퓨
터를 이용하여 회로도를 직접 그리고, 모의실험하는 방법을 다룬다.

A basic electronic circuit for the human’s analog signal is studied. A network with passive elements 
and the analysis of the analog circuit are discussed. At the second stage, an analog amplifier and 
bias circuit with a CMOS semiconductor are designed.  In the laboratory, a schematic editor, a 
simulation, and a fabrication of electronic board are simultaneously performed.

PSS2005 전자기학개론 Introduction electromagnetism

본 강좌는 일반물리학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기와 자기현상에 대한 기초과정을 다룬다. 전기에서 전기
장, 전위, 물질 속에서 전기장 및 전기 현상, 정자기학의 법칙, 전자기 유도 현상,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파의 
발생 및 물질 속에서의 전자기파의 전파의 기본개념을 다룬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electromagnetic phenomena in vacuum and materials. 
Electric field, potential, electric transport in materials, electromagntic laws, electromagnetic 
induction, Maxwell equation, radiation in materials are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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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2002 역학 1 Mechanics 1

Vector와 Matrices 계산을 훈련한 후에 Newton 역학의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기초로 중력이론, 기초진동이
론, 강제진동, 비선형진동,  Perturbation 등을 공부한다.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Mechanics we study Newton’s law, oscillations, gravitation, and 
nonlinear phenomena.

PHY2031 물리학 실험 1 Physics Experiment 1

Zeeman 효과, 강체의 회전, 진자, 운동량, 힘을 포함한 역학의 기초실험과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현대물리학
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이론과 실험을 통한 현대물리를 이해한다.

Physics experiments-I course is composed of various experiments related to classical mechanics and 
modern physics. Students can understand theoretical contents through related experiments. They 
are Zeeman effect, rigid body rotation, simple pendulum, modern physics experiments.

PHY2007 역학 2 Mechanics 2

Lagrangian과 Hamilton의 Dynamics를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중심력장 내에서의 운동과 입자의 충돌 등을 
공부한다.

∙ Study Lagrangian dynamics and Hamiltonian mechanics.
∙ Dynamics of paticles in central force field.
∙ Collisions and system of paticles.

PHY4041 전자기학 1 Electricity and Magnetism Ⅰ

전기적 상호작용의 가장 근본이 되는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가우스 법칙과 암
페어 법칙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는, 3차원 공간
에서 물리량을 표시하고 미적분 연산을 해야 하므로 벡터함수 및 벡터미적분에 대해 공부한다. 라플라스 방
정식의 해법에 대해 공부하며, 전기장 내에서의 물질의 편극 현상과 유전율에 대해 다룬다.

This subject handles the basic laws of electromagnetic interaction summarized as Coulomb’s law and 
Biot-Savart Law which can be re-written in differential equations in the form of Gauss’ law and 
Ampere’s law. Vector algebra and vector calculus are introduced in order to describe the physical 
quantities as vector functions in three dimensional space. Solutions of Laplace equation and the 
concept of dielectric constant are explained.

PHY4007 양자역학 1  Quantum Physics 1

양자론의 기본 개념들, 양자역학의 체계와 구조, 양자역학의 방법론, 그리고 실제 물리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원자의 구조 및 전자기파와 원자의 상호작용 등을 강의한다.

With basic concepts of quantum theory, system/structures of quantum mechanics(QM), and 
methodology fo QM, real physical phenomena will be studied in the view of atomic structures,  
electromagnetic wave, and atomic interactions.

PHY4043 열 및 통계물리학1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Ⅰ

고전 열역학을 기체 분자 운동론과 통계역학에 의하지 않고 제시하며 상태방정식, 열역학의 제1,2법칙, 그들
의 결합 및 응용, 엔트로피 개념, 열역학적 퍼텐셜, 열역학의 간단한 응용을 다룬다.

The subject of the course includes fundamental principles and simple applications of thermodynamics 
and statistical mechanics of matter in equilibrium and non-equilibrium. This course covers 
distribution function, equation of stat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concept of 
entropy, thermodynamic relations,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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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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ematical concepts and methods necessary for studying advanced physics are lectured with 2 
courses 1 and 2. Mathematical physics 1 includes such topic as infinite series, matrices, partial 
differentiations and multiple integrals, and vector analysis.

PHY4044 파동광학  Wave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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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절을 주로 
다루며, Fresnel 회절의 개요와 광속에 대하여 논의한다. 

In recent years optic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upsurge in the importance of optics in both pure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urse facilitates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ideas 
modern optics.
A survey of physical optics: Propag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wave theory, Fourier methods, polarization, coherence,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PHY4045 물리학실험2  Physics experiments2

전자기학 과목에서 습득한 전자기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이론을 검증하며, 이해를 구체화한다.

Some basics experiments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which is learned at the class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theory.

PHY4001 전자기학2  Electricity and Magnetism 2

전자기학I에서 다룬 정전기학을 기초로 하여 전하의 움직임과 전류의 변화를 고려한 전기역학의 이론을 전개
한다.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에 전자기유도 현상을 추가함으로써 맥스웰 방정식을 완성한다. 맥스웰 방
정식으로부터 파동방정식이 유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전하(또는 전류)의 움직임으로 인해 전자기
파가 방출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발생된 전자기파가 각종 매질 내에서 전파 또는 흡수되고, 매질과 
매질 간의 경계면에서 반사, 또는 굴절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In this subject, the basic theories and equations of electrodynamics are introduced from the set of 
equations of the electrostatics discussed in E&M I. The famous Maxwell equations are derived and 
it is shown that electromagnetic waves can propagate in free space as the result of the Maxwell 
equations. It is shown that the propag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in different media as well as 
reflection and refra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solutions of Maxwell equation and the boundary 
conditions.

PHY4012 양자역학2 Quantum Physics 2

양자론의 기본 개념들, 양자역학의 체계와 구조, 양자역학의 방법론, 그리고 실제 물리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원자의 구조 및 전자기파와 원자의 상호작용 등을 강의한다.

With basic concepts of quantum theory, system/structures of quantum mechanics(QM), and 
methodology fo QM, real physical phenomena will be studied in the view of atomic structures,  
electromagnetic wave, and atomic interactions. 

PHY4005 열 및 통계물리학2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2

통계물리학은 개개의 입자들이 물리학의 기본법칙을 만족하면서도 많은 입자들의 집단 거동에 의해서 야기
되는 거시적인 현상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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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statistical physics is to understand macroscopic behaviors of many particles in 
terms of microscopic viewpoints of each particle which is governed by basic principles in phyics. 
This course covers classical and quantum statistical mechanics, and simple applications on the 
basis of theraml physics I. The detailed topics are kinetic theory and transprot processes in gases,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partiction function,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and low 
temperature physics with quantum mechanical treatments.

PHY4008 수리물리학2  Mathematical Physics 2

수리물리학1에 이어서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의 개념과 방법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수리물리학2에서는 미분방
정식의 구조나 해법이 주된 내용으로서 상미분 및 편미분 방정식, 특수함수, 변분법, 적분변환 등을 다룬다. 

Mathematical physics 2 focuses on differential equations and their solutions including ordinary and 
partial, variational methods, and integral transforms.   

PHY4049 양자광학 Quantum Optics

파동 광학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체의 광학적 특성 및 응용분야인 Laser 원리 및 그 응용을 
다루고 나아가서 기초 양자 광학분야의 일부를 소개한다.

Modern optics plays a dominant role in a multitude of technologies as well as in pure science. The 
course facilitates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optical properties of matter, quantum nature 
of light: thermal radiation, optical spectra, the theory of optical amplification, and lasers.

PHY4050 물리학실험 3  Physics Experim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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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will verify the knowledge of optics I, II through the several kind of experiments in the 
Lab., also check the characteristics of propagation and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of light.   We 
will spot a lot of prior of course on the understanding of modern optics with base of laser and 
spectroscopy.

PHY4011 핵물리학1  Nuclear Physics Ⅰ

고전 및 현대물리학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핵의 존재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쉘 모델, 바인딩 에너지 모
델, 핵의 안정성과 자연붕괴 등을 공부한다.

∙ Some basics of nuclear physics
∙ Nulear shell model
∙ Radiativity, liquid drop model 

PHY4014 고체물리학1  Solid State Physics Ⅰ

결정구조, 결정에 의한 회절과 역격자, 결정의 결합, 포논 I (격자진동), 포논 Ⅱ(열적성질) 등을 다룬다.

Students will study on the structure of crystal,reciprocal lattice , diffraction of crystal, binding of 
crystal, phonon I (Lattice vibration) and phonon II(thermal properties) and so on

PHY4051 응용물리학  Applied Physics

전자소자 및 전자회로에서의 전자들의 운동론, FET 구조의 전자 소자들과 통신용 전자소자, 양자구조 전자
소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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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등을 다룬다. 



220 2015 Course Catalog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for senior students to understand basic characteristics, operation, 
limitations of semiconductor devices. The students should understand existing electronic circuits 
and systems and develop the basic tools with which they can later learn about newly developed 
devices and applications. The topics are crystal structure of solids, quantum theory of solids, 
semiconductor material physics, transport phenomena, and structure and properties of 
semiconductor device physics such as PN junction, diodes, and bipolar transistors.

PHY4052 물리학 실험 4  Physics Experiments 4

이론적으로 학습한 고체에서의 물리현상을 실험적으로 조사하며, 전도체에서의 전자이동, 자성체에서의 전
자 Spin 구조, 고체표면연구, 포논의 실험적 검증 등을 학습한다.

This laboratory course consists of set-piece experiments to study a variety of phenomena in atomic, 
molecular, optical, and solid state physics. The experiments serve as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instrumentation and the experimental techniques used in physics research 
laboratories.

PHY4016 핵물리학2  Nuclear Physic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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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ay
∙ Directreaction theory
∙ Compound nuclear theory.
∙ Fission

PHY4020 고체물리학2  Solid State Physics 2

자유전자의 Fermi 기체, 에너지 띠, 반도체 결정, Fermi 면과 금속, 플라즈몬, 폴라리톤 및 폴라론, 광학적 
과정과 엑시톤, 초전도성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after taking the solid state physics deal with the Fermi gas in metal of free electron 
model, energy band, semiconductor, Fermi surface and metal, Plasmon, polariton and  polaron of 
optical processes, exciton, superconductivit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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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 structure of matter will be explored. Elementary particles and their interactions are 
introduced along with theoretical concepts such as quantum theory and relativity. Basic 
experimental method will be also covered.

PHY4031 물리학과 첨단기술 Physics for high technology

물리학을 이용한 최첨단 기술 (예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대체 에너지 등등)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조사 연구
하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으로 한다. 

New topics with applications of physics for technology (e.g. display, energy, solar cell, etc)are 
studieed by student by himself with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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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4054 물리연구 프로젝트 Physics Research project

본 강좌는 물리학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물리학전공에서 학습한 개념과 실험 방법을 실제 최근 연구에 적용
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강좌이다. 이론 및 실험 물리학 연구실을 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나 주제
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This course is to perform research i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lab. On the basis of physical 
concepts understood in classes, students involve research project or perform specific topic. They 
have research experiences for their future works.

SEM2002 반도체기초 및 실습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s and Lab.

반도체의 기본 특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원리와 물질내 전자의 거동 그리고 이에 근거한 기초 반도체 재
료·소자 및 응용, 집적회로 및  반도체 공정에 관한 내용등 반도체과학의 전분야를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자 및 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실습을 수행한다. 

The study on basic semiconductor materials, devices, circuits and processes and basic experiments 
for the electronic measurement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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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on crystal structures, energy band theory, electrons and holes, impurities in semiconductors, 
quantum statistics, and transportations of charges under equilibrium and non-equilibrium condition.

SEM2007 신호해석 Signal Analysis

신호해석은 생체와 기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다루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다. 신호
를 분류하여 기본적인 신호들로 분해한다.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에 대하여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석법을 컨볼루션과 푸리에 급수/변환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적용되는 예를 제시한다. 신호의 시간 영역에서
의 특성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을 비교하여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분석과 합성
에 유용한 라플라스변환과 z-변환도 다룬다.

Signal analysis is the prerequisite course for the understanding and design of the system handling 
signals generated in the living body and equipments. Signals are classified and grouped into 
elementary components. For continuous and discrete signals,  analyses in the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are explained via convolution and Fourier series/transform, respectively and 
application examples are presented. It is essential to comprehend the physical meaning of the 
transformation of signals between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Laplace transform of 
continuous signals and z-transform for discrete signals are also discussed for the analysis and 
synthesis of analog and digit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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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한다. 통신기기의 동작
원리와 구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treats communication theory, background and principles of coding, and analog/digital 
modulations such as amplitude/phase modulation, ASK, PSK, and FSK.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blocks using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is discussed.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principl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cation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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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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ecture covers the physical propertie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the PN junction diode and 
the bipolar junction transistor. In addision, Schottky contact and ohmic contact will be treated. 

SEM4006 전파공학 Propagation Engineering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무한 공간 및 유한 공간에서의 파동의 전파 특성을 살펴보고 도파관 구조에서 파동의 
전파를 다루는 모드 해석 기법을 유도한다. 분포정수회로의 전송선 방정식을 유도하고 고주파 반도체 회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송선 이론과 스미스 도표 등을 소개하며 수동 소자의 고주파 특성과 임피던스 정합 기
법을 강의한다.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is discussed in the infinite and finite spaces starting from the 
Maxwell’s equations and the technique of mode analysis of waves in the guided medium is derived. 
Transmission-line equations are derived from the distributed-element circuits and the related 
transmission-line theory and Smith chart is presented. High-frequency characteristics of passive 
devices and the impedance matching techniques are also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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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lecture, the field effect transistors including MOSFET, MESFET, and JFET will be studied. 
The stuctures and operating properties for these devices ae discussed.  

SEM4010 반도체 공정 및 실습 1 Semiconductor Fabrication and Process Lab. 1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작공정에 필요한 초고진공, 박막성장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
한다. 이 강좌에서는 진공시스템, 화학기상증착, 금속배선공정, 유기물질증착, 평탄화공정에 대해 학습한다.

It will be focused on the fabrication of semiconductor devices and intergrated chip. In this lecture, 
vacuum system, chemical vapor deposition, Sputtering, fabrication of metal line, molecular beam 
epitaxy, planarization will be studied parallel with experiment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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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ill be focused on the fabrication of semiconductor devices and intergrated chip. In this lecture, 
coating and removal of photoresist, Lithography, developing, wet and dry etching, photoresist 
cleaning will be studied parallel with experiment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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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동향을 학습한다.

The basic stucture and operating properties for flat panel display system like as TFT-LCD, OLED, 
PDP, and FED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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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4082 초고주파 회로 및 설계 Microwave circuit Design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통신 시스템의 진보를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기존의 RLC 소자를 포함하여 
초미세 공정으로 제작되는 트랜지스터의  초고주파 성능 분석과 이해, 이들을 이용한 회로설계 기법을 다양
한 방법으로 소개한다. 고이득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발진기, 전력 증폭기 등의 초고주파 집적회로와 위성 
및 무선 통신시스템의 응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Daily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technology leads evolution of communication systems. The 
sub-micro transistor devices including conventional RLC devices are introduced and their 
extremely-high frequency performances are analysed for circuit-design purpose. EHF  integrated 
circuits such as high-gain amplifiers, low-noise amplifiers, oscillators, and power amplifiers are 
discussed and their applications to satellite/wireless communications are also presented.

SEM4072 VLSI 설계 및 실습 1 ULSI Design and Lab. 1

본 강좌에서는 반도체 칩의 집적도를 향상시킨 VLSI 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이를 위해 2학년 기초전자회로에
서 다루었던 디지털 회로를 이용하여, 곱셈기, 메모리, finite state machine(FSM) 을 직접 설계하고 공부한
다. 또한,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연산증폭기의 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실습에서는 설계의 
최종단계에서 진행하는 반도체배치설계(layout)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모의실험한다.

A VLSI design to improve the integration of a semiconductor chip is studied. We design a 
multiplier, a memory, and a finite state machine. Further, an operational amplifier is discussed to 
understand the analog systems.  In the laboratory, a layout drawing for the final step of chip 
design is simultaneously performed.

SEM4080 반도체 박막 공학 Semiconductor thin film technology

반도체 및 대체 신소재 박막의 성장 메카니즘 및 물성에 대해 다룬다. 물리학의 기본원리와 모형을 통해 접근
하여 여러 가지 박막의 물질특성을 이해하고 응용되어 지는 여러 분야에 대해 강의 한다. 본 강좌는 반도체/
전기/전자 소자의 물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필수과목이다.

The growing mechanism of semiconductor and new functional material will be discussed in the 
lecture. The growing mechanism and the properties of the thin films are explained with physical 
models and their results can be applied to the new development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is lecture is the important  curriculum subject for the understanding of semiconductor material,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 devices.

SEM4077 VLSI 설계 및 실습 2 VLSI Design and Lab. 2

본 강좌에서는 아날로그 신호처리를 위한 VLSI 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이를 위해 고급 연산증폭기의 해석,  
연산증폭기를 이용한 시스템 설계를 공부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기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실습에서는 각종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의실습
하고 레이아웃까지 완료한다.

A VLSI design for analog signal processing is studied in this lecture. An advanced operational 
amplifier and a system design with an operational amplifier are discussed. Further, an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 and a digital-to-analog converter(DAC) are also studied. In the 
laboratory, a SPICE simulation and a layout drawing with a computer are simultaneously 
performed.

SEM4081 혼성모드시스템설계 Design of Mixed Mode System

최근의 거의 모든 반도체 칩들은 디지털회로와 아날로그회로가 혼재되어 있다. 즉, 혼성모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및 설계가 중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PLL (Phase Locked Loop) 및 PMIC (Power 
management IC) 를 기본으로 각종 응용회로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시그마델타회로, 고성능 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이용한 각종 응용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224 2015 Course Catalog

Recently, most of the semiconductor chips are composed of both a digital circuit and an analog 
circuit. Thus we have to study a mixed-mode system design. In this lecture, a phase locked 
loop(PLL), a sigma-delta circuit, a mixed-mode filter, and power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 
(PMIC) are discussed. Further, their applications are also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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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s of various memory devices are reviewed including DRAM, ReRAM, MRAM, PRAM. 
Basic operating principles and device characteristics of various memories are studied.     

SEM4083 시스템반도체설계 System Semiconductor Design

최근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의 반도체 칩위에 집적화되고 있다. 특히, 통신, 제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전자 시스템들이 과거의 큰 모듈에서 하나의 작은 칩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시스템
반도체설계를 위한 지식에 대해 공부한다. 시스템의 기초 이론, 통신의 원리, 제어의 기본특성, 컴퓨터의 동
작원리등을 공부하고 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Recently, most of the electronic systems are integrated into a semiconductor chip. Specially, the 
conventional big modules are changed into small chip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control, and 
computer. Thus we study the system semiconductor design. After we study the basic theory of a 
system, the principle of communicati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a control, and the computer 
theory, the design methodology is discussed.

SEM4064 초고주파 물성 및 소자 High Frequency Physics and Devices 

RF소자의 종류와 구조, 동작원리 및 특성을 살펴보고 소자 해석 및 회로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
에 대하여  강의한다.

High-frequency materials and device physics are reviewed for the design of rf-circuit applic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re-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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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lecture, optical processes in semiconductors are studied. And the strructure and operating 
principles for optical devices like as LED, LE, solar cell will be treated. 

SEM4078 전력반도체 Semiconductor power devices

전력반도체는 에너지를 저장, 전달, 생성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이며, 태양광, 풍력, 자동차 등 점차 활용 
범위와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에너지 저장, 생성 및 계통 연계를 위한 전력 반도체 
전반에 대해 고찰 한다.     

Semiconductor power devices have been widely used for energy storage, transfer and generation. 
In this lecture, semiconductor-based power devices will be reviewed including opera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problems to be solved.   

SEM4079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센서는 인체를 포함하여 자연에서 발생하는 정보 신호를 전자기기로 읽어내는 장치이다. 이미 의료기기, 이
미지장치, 유량계, 중력 센서 등 많은 종류의 센서가 있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휴대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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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화에 의해 더욱더 많은 전자장치를 휴대형으로 변혁시키는 발전은 일상생활의 문화적 수준을 획기적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센서 분야는 반도체 기술과 결합됨으로써 보다 인간친화적인 전기기계장치를 구현하
여 인류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자연 및 생체 신호의 특성과 종류, 센서의 구현과 동작 
원리, 최신 센서의 기술 동향과 응용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알려진 센서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기능을 갖는 구조와 형태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nsors are electronic devices reading information from nature including living body. We already 
see them in the medical instruments, imaging devices, flowmeter, gravity sensors and so on. 
Smaller, lighter, and longer-longevity hand-held devices induce more and more devices into 
miniaturization such that the cultural standard of our daily lives are greatly upgraded. 
Semiconductor-based sensors make the electromechanical devices human-friendly and contribute 
to human welfare. This course treats th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signals from nature 
and living bodies, the implementation of sensors and their operation principles, state-of-art 
technology and applications. The ultimate goal of this lecture is to promote the ability to propose 
new sensors of novel function, structure, and form in creative manner.

SEM4073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신호처리는 최근의 모든 전자시스템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컴퓨터의 CPU(Central 
Processor Unit), 휴대폰의 AP(Application Processor)등에는 모두 디지털신호처리용 반도체칩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호처리용 칩의 기본이 되는 연산블록, 제어블록, 그리고 외부인터페이스 블록을 각
각 공부한다. 후반부에서는 연산블록의 곱셈기, 제어블록의  클럭신호 발생기, 외부 인터페이스블록의 디지
털 버퍼를 예제로 직접 설계한다. 

A digital signal processing(DSP) is very important for electronic systems. In the middle of central 
processing unit(CPU) and  application processor(AP), there exists a semiconductor chip with the 
DSP. In this lecture, an arithmetic block, a control block, and an interface block are studied. At 
the second stage, a multiplier, a clock generator, and a digital buffer are designed.

SEM4084 반도체분광학 Analysis of semiconductor materials

반도체 및 신소재 박막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측정원리 및 기술 (XPS, UPS, XRD, LEED, 
RHEED, AES 및 SPM등)에 대해 다룬다. 각 측정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리에 
대해 학습한 후 측정 툴의 원리는 물론 측정 데이터의 분석 방법에 대해 다룬다. 본 강좌는 반도체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재료공학등은 물론 생물학 전공 학생에게도 매우 유용한 강좌이다.  

The analysis methods (XPS, UPS, XRD, LEED, RHEED, AES and SPM etc.) of Semiconductor and 
new functional thin film material will be discussed in the lecture. In order to understand each 
experimental tool, the basic physical principle will be learn at first and discussed about the 
experimental technique. The data analysis methods will be dealt also in the lecture. This lecture 
is very useful not only for the students who study semiconductor science but also for the chemists, 
physicists, material engineer and bi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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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체계적인 법이론 및 판례의 학습과 다양한 방법론의 

교육을 통해 법학도로서 기본 사고체계를 함양시킴

과 동시에 이를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모의

재판과 교정시설 견학 등의 임상법학교육을 통해 세

계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

한 법조인을 양성하며, 복잡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윤리적 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기본 6법을 세분화하여 법학이론을 심층적·체계적

으로 정리·분석하고, 아울러 현실생활과의 긴밀성

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와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며, 환경·유전공학·의료분쟁·청소년 및 노인 복

지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에 대하

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한다.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사회 각 분

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사법고

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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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

적인 사고와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중역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한다.

 학과(전공) 소개

1949년 정경학부 법학과가 처음 문을 연 이래 1953년 

법정대학 법학과로, 1988년 법과대학으로 독립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법학과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 동국법학의 역사는 헌정 이후 한국법학의 역사와 

길을 같이 하였으며, 법조계는 물론 학계, 정치계, 

경제계 등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 무수한 지도적 인

사를 배출해 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법학지식은 일반시민으로서 교양을 높이고 질서 있는 

사회생활과 행복한 삶의 향유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생활관계가 복잡・다양해질

수록 법학지식의 常識化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정부의 행정수행·정치활동·기업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법학지식을 요구함에 따라 전문적인 

차원의 법학연구의 필요성 또한 더욱더 요구된다.

따라서 법학과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부합하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그에 따

른 실정법의 해석방법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법학교육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와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법조인양성제도와 연계

성 유지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법 분야로서 고도 산업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노동법, 국제거래법, 사회보장법, 

세법, 지적소유권법, 환경법, 금융법 등의 그 중요성

법학과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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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의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이를 현실 법학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노

력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현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

고시 등의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학적 지식

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의 취업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졸업생들은 일반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진

학을 준비하여 법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등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한 학생의 진출가능 분야로는 공무원, 국공기업체, 

금융계,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관세

사, 법률상담소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교수 소개

연 기 영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제조물책임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의료관계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Georg-August Univ. Goettingen(독)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1 민법총칙2 법학개론

대 표 저 서

과학기술법제(공저), 보명 BOOKS, 2009.
생산물손해배상책임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9.
Von der Verschuldenshaftung zur Gefä hrdungschaftung fü r fehlerhafte Produkte, Gö ttinger 
Rechtswissenschaftliche Studien Nr.132, G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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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 상 영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파산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1 민법총칙2 물권법 채권법

대 표 저 서
민법총칙 기본판례 100선
외국파산법

대 표 논 문
처분수권의 개념과 요건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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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정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보험법, 금융법, 경제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상법총론 회사법 보험법 전자상거래법
대 표 저 서 금융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대 표 논 문
금융 ADR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상사판례연구, 2011 
이슬람보험(Takaful)의 급격한 성장과 한국보험산업의 진입을 위한 법적 과제, 경영법률, 2011.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2011.

이 명 복
전 공 분 야 형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범죄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판례 법철학

대 표 저 서
조선시대형사제도, 2006, 동국대 출판부
로스쿨 형법판례1, 2009, 탑북스 ; 로스쿨 형법판례Ⅱ, 2010, 인북스
로스쿨 형법헌재판례 1, 2009, 탑북스 

대 표 논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심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정 용 상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학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상법총론 회사법 금융법 유가증권법

대 표 저 서
M&A법상의 제문제, PUFS, 2003, 단독
중국회사법론, PUFS, 2003, 단독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2007, 7인공저

대 표 논 문

중국법상 회사의 구조변경과 폐지, 기업법연구 제14집(2003. 9. 30), 한국기업법학회, 217-237.
개정중국회사법상의 감사제도-중국법상 회사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재산법연구 제24권 제3호
(2008.2.), 한국재산법학회, 161-187.
베트남기업입법의 배경과 개정기업법의 구조,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2009.2), 513-544

최 정 일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법, 법제실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본(Bonn)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 행정구제법 입법학

대 표 저 서
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Ⅰ), 박영사, 2009
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Ⅱ), 박영사, 2009
행정법개론, 디비북스, 2011

대 표 논 문
독일과 미국에서의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직접적통제 (2008년 8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2009년 6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37집 4호)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 손실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2009년 8월, 한국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4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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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 욱
전 공 분 야 형사법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연습 주니어세미나

대 표 저 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불심검문 - 이론과 실무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아동학대(공저)

대 표 논 문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박 민 영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소송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1 행정법2 행정구제법 토지공법
대 표 저 서 도로하자론

대 표 논 문
미연방대법원 기본권 판례연구
집단소송론
의료기본권론

방 희 선
전 공 분 야 형사법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법 실무관련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판례 법률실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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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법, 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기구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IUPUI)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ck
Master of Law

박사학위과정 호서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공법 실무 인권법 국가안보법 국제기구법

대 표 저 서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국가정보학원론
국제기구법 총론, 국제인권법 총론
법학입문 & 정의론(On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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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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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 종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자본시장법, 유가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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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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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공저)
법적 논증이론(역서)
형법해석과 논증

대 표 논 문
증거법 분야의 개정방안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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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법 사회보장법 소비자법

대 표 저 서
법학입문(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2002
외국의 근로계약법제 도입과정 및 내용분석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09. 11,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한국학술정보, 2010

대 표 논 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남용과 개선방안, 노동법학 제36호, 2010. 12. 15.
사내하도급과 근로관계, 노동법학 제39호, 2011. 9. 15.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노동정책연구,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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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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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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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봉 석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지방자치법, 환경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 행정구제법 환경법

대 표 저 서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지방자치법연구, 2011
“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지방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0
“폐기물의 에너지원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2009

최 창 렬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대 표 저 서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종교분쟁과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계약준수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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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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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2011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Society of Criminology, 20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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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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미 영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학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律学科 法学 학사
석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석사
박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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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학연
구, 2008. 4.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회, 2008. 10.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법적 고찰, 평화학연구, 2009. 12.

김 경 제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언론ㆍ출판ㆍ방송, 헌법입증방법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ä t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ä t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대 표 논 문
헌법의 침해, 공법연구, 2011. 6., 41면 이하.
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공법학연구, 2010. 5., 65면 이하.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2009.6. 12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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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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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權 制度의 自生的 起源에 관한 硏究 -中國과 우리나라의 出版文化를 中心으로-”, 季刊 
著作權 第24卷 第2號, 韓國著作權委員會, pp.83-112, 2011.
2. 徐啓源, “公正利用 法理(fair use)의 國內法 編入에 대한 實證的 硏究”,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釜山
大學校 法學硏究所, pp.159-192,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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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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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 원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기구법/국제분쟁해결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University of Leiden 법학과 법학석사(LL.M.)
박사학위과정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학과 법학박사(Dr.iur.)
담 당 과 목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협상법 국제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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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규 철
전 공 분 야 과학기술법
세부연구분야 개인정보법, 인터넷과 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공학법제 인터넷정책과법

대 표 저 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개인정보와 법

대 표 논 문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 선 영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헌법, 입법학, 언론법, 법여성학
학사학위과정 이화여대 법학과 법학학사
석사학위과정 이화여대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입법학 통치구조론

대 표 저 서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2006.
法女性學, 法文社, 2003.
言論情報法硏究 I~Ⅱ, 法文社, 2002.

대 표 논 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배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장을 중심으로”, 憲法學硏究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3.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방송의 자유와 기능”, 언론과 법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3. 12.
“방송위원회의 합헌적 구성방안 : 방송정책기구의 직무적합성을 중심으로”, 公法硏究 제35집 제1호, 
韓國公法學會,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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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LAW2002 법학입문 3 3 0 전기 학사1년 　 1 전공기초　
LAW2003 민법총칙1 3 3 0 전기 학사1년 　 1 전공기초
LAW2004 민법총칙2 3 3 0 전공 학사1년 　 2 　
LAW2008 물권법총론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12 서양법제사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14 영미법 3 3 0 전공 학사2년 영어　 1 　
LAW2017 상법총론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19 형법각론 3 3 0 전공 학사2년 　 2 　
LAW2020 행정법1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21 물권법각론 3 3 0 전공 학사2년 　 2 　
LAW2026 형법총론1 3 3 0 전기 학사1년 　 2 전공기초　
LAW2027 형법총론2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28 회사법1 3 3 0 전공 학사2년 　 2 　
LAW2029 행정법2 3 3 0 전공 학사2년 　 2 　
LAW2030 한국법제사 3 3 0 전공 학사2년 　 2 　
LAW2031 개인정보법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32 과학기술법 3 3 0 전공 학사2년 　 2 　
LAW2034 법조영어 3 3 0 전공 학사2년 　영어 2 　
LAW2035 인권법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37 기본권론 3 3 0 전공 학사1년 　 2 　
LAW2038 통치구조론 3 3 0 전공 학사2년 　 1 　
LAW2039 헌법총론 3 3 0 전기 학사1년 　 1 전공기초　
LAW2040 국가안보법 3 3 0 전공 학사2년 2
LAW4001 형사소송법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05 민사소송법1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07 가족법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11 노동법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13 형사정책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16 국제협상법 3 3 0 전공 학사4년 　영어 1 　
LAW4020 회사법2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22 유가증권법 3 3 0 전공 학사3년 　 2 　
LAW4028 민사소송법2 3 3 0 전공 학사3년 　 2 　
LAW4033 국제사법 3 3 0 전공 학사4년 　영어 1 　
LAW4036 경제법 3 3 0 전공 학사3년 　영어 1 　
LAW4038 산업재산권법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40 금융법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44 국제거래법 3 3 0 전공 학사4년 　영어 2 　
LAW4045 사회보장법 3 3 0 전공 학사3년 　 2 　
LAW4046 세법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47 법사회학 3 3 0 전공 학사4년 　영어 2 　
LAW4048 환경법 3 3 0 전공 학사3년 　영어 2 　
LAW4051 소비자법 3 3 0 전공 학사3년 　영어 1 　
LAW4052 저작권법 3 3 0 전공 학사3년 　영어 2 　
LAW4055 입법학 3 3 0 전공 학사3년 　영어 2 　
LAW4063 채권법총론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64 채권법각론 3 3 0 전공 학사3년 　 2 　
LAW4065 법철학 3 3 0 전공 학사3년 　 2 　
LAW4066 자본시장법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67 법률실무기초 3 3 0 전공 학사4년 　 2 　
LAW4070 형법판례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72 상법판례 3 3 0 전공 학사4년 　 2 　
LAW4074 형사소송법판례 3 3 0 전공 학사4년 　 2 　
LAW4080 국제법총론 3 3 0 전공 학사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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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 트랙제란 학생들이 법학과 강의를 진로에 적합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강과목을 권장 

또는 추천하는 제도임.

 - 트랙에 표시된 과목을 총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법과대학 학장명의의 ‘트랙이수증명서’

를 발급하며, 트랙제의 적용 및 트랙이수증명서의 발급은 201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단, 2013년도 

8월 졸업생부터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트랙이수증명서’발급할 수 있음.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타 학과 

이수 권장 
교과목

트랙별 
이수기준전공기초 ➡ 전공전문

사법시험 트랙
헌법총론
민법총칙1 
형법총론1

➡

[헌법]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민법] 민법총칙2, 물권법총론, 물권법각론,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가족법, 민사사례연구
[형법]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법판례

[상법] 상법총론, 회사법1, 회사법2,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 금융법

[행정법] 행정법1, 행정법2, 행정구제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판례
[선택]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거래법, 노동법, 경제법, 세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경제학원론
기초논리학

36학점

기업법무 트랙
민법총칙1 ➡

[민법] 민법총칙2, 물권법총론, 물권법각론,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민법사례연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형법] 형법각론

[상법] 상법총론, 회사법1, 회사법2, 유가증권법, 
보험법, 전자상거래법, 상법판례 

[사회법] 노동법
[법응용과목] 경제법

국제통상론
경제학원론

36학점

프리로스쿨 
트랙

헌법총론
민법총칙1
형법총론1

➡

[헌법]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민법] 민법총칙2, 물권법총론, 물권법각론,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가족법, 민사사례연구
[형법]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법판례

[상법] 상법총론, 회사법1, 회사법2, 유가증권법, 
보험법, 상법판례

기초논리학 36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LAW4081 행정구제법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82 국제법각론 3 3 0 전공 학사3년 영어　 2 　
LAW4083 전자상거래법 3 3 0 전공 학사3년 영어　 2 　
LAW4084 헌법소송법 3 3 0 전공 학사3년 　 2 　
LAW4085 민사사례연구 3 3 0 전공 학사4년 　 2 　
LAW4086 토지공법 3 3 0 전공 학사3년 　 1 　
LAW4087 민사집행법 3 3 0 전공 학사4년 　 2 　
LAW4088 국제소송법 3 3 0 전공 학사4년 　영어 2 　
LAW4089 노동분쟁법 3 3 0 전공 학사4년 　 2 　
LAW4094 보험법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95 비판적사고와 논술연습 3 3 0 전공 학사4년 1
LAW4096 국제시민과 법치론 3 3 0 전공 학사3.4년 2 팀 프로젝트
LAW4098 신지식재산권법 3 3 0 전공 학사3.4년 　 1 팀 프로젝트
LAW4099 인터넷법 3 3 0 전공 학사3년 2 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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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철학과 PHI2035 논리학 2

국제통상학전공 INT2005 국제통상론 2
사회과학대학 SSC2002 경제학개론 1, 2
사회과학대학 SSC2004 행정학개론 1, 2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  201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부터 적용함. 단, 수강신청기간에 타학과 교과목 전공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타 학과 

이수 권장 
교과목

트랙별 
이수기준전공기초 ➡ 전공전문

[행정법] 행정법1, 행정법2, 행정구제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판례

공무원·자격
시험 트랙

헌법총론
민법총칙1
형법총론1

➡
[공무원]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민법총칙2, 행정법1, 행정법2, 
행정구제법, 입법학,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세법

행정학개론
경제학원론

36학점

복수전공트랙

법학입문
헌법총론
민법총칙1
형법총론1

➡
[변리사] 

민법총칙2, 물권법총론, 물권법각론,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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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troductory course deal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law and legal science. The course 
provides an elementary overview of the modern legal principl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The 
course is for non law students.

LAW2003 민법총칙Ⅰ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Ⅰ

민법총칙편이 민법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의와 해석을 설명하고, 민법총칙 규정이 실제의 생활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결능력을 배양하여 주는데 본 강의의 목표가 있으며 
민법총칙의 전반부 부분을 강의한다.

Explain a meaning and an interpretation there is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with civil law and 
to occupy and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is applied to true living side how and there is it and 
recognizes what he problem is with and cultures a solution ability and decreases but there is an 
aim of a lecture to have watched and lectures on whole wealth part of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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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004 민법총칙Ⅱ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Ⅱ

민법총칙의 후반부인 법률행위에서 소멸시효까지 강의한다.

Explain a meaning and an interpretation there is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with civil law and 
to occupy and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is applied to true living side how and there is it and 
recognizes what he problem is with and cultures a solution ability and decreases but there is an 
aim of a lecture to have watched and lectures on whole wealth part of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LAW2008 물권법총론 Introduction to the Law of Property

물권법총론은 물권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재산의 정태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물권법정주의, 물권
의 소멸원인 중의 혼동, 기본적 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내용을 다룬다.

Futher survey of laws of real right such as ownership rights, possessory right and other real right 
in connection with land use and securit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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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되
는 한도 내에서 사상사도 부분적으로 고찰한다.

In this class, Western legal system, of which Civil Law and Common Law are the most important, 
is analys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institutional changes under its social background.  
Primitive law, Roman Law, European Continental Law, British Law, and American Law will be 
inspected one after another.

LAW2014 영미법 American Law

본 강의는 미국의 형법 및 민법을 통하여 미국법의 기본적인 이해 및 설명을 제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both civil and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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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Commercial law. This course covers Part I of the Commercial Cod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mmercial Code) and Part II of the Code (Law of Commercial Activities). Comparison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Civil Code wi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ourse.

LAW2019 형법각론 Particular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에서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현행법상의 각론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범죄
규정을 분석, 검토한다.

We investigate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for each type of crimes based on th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and compare types of penalty and terms of imprisonment elucidated in the criminal 
law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LAW2020 행정법Ⅰ ADMINISTRATIVE LAW 1

행정법 기본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전체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갖추기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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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aims to offer the theoretical basis for an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 
Lectures are focused on exposition of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and significant cases 
decided by the court.

LAW2021 물권법각론 General Principles of Law of Property

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행사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의 지배를 보호하
는 점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의 용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강좌이다.

Focusing on the freedom and the restrictions of exercising the ownership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Law. this is a course dealing with the matter on the right of possession 
protecting real occupancy, usufructuary rights constraining the usufruct of the ownership, and real 
rights by way of security grasping the value of the ownership and taking security on obligations.

LAW2026 형법총론Ⅰ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Ⅰ

형법의 기본개념과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정범 및 공범론, 
형벌론, 죄수론에 관해 학습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basic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definition of criminal law, principle of 
legality etc., and theories of criminal act, definition of offence, criminal illegality, culpability, 
attempt, the principal offence & complicity, criminal sanction, award of punishment and concurrence.

LAW2027 형법총론Ⅱ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Ⅱ

본 강좌는 형사소송실무 과정에서 법률의 중요한 재판결정과 분석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This advanced course will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means 
of analysis of important judicial dec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designed to give the 
students a practical business of the criminal law by applying basic theories to specific cases. In 
addition, they practice practical business of the knowledge to criminal procedures.

LAW2028 회사법Ⅰ Corporation LawⅠ

회사기업,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에서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제문제점을 해석학적인 측
면은 물론, 비교법적·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과 기관구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Study of legal issues touching on various compan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joint-stock 
company’s incorporation, operation and liquidation. Study of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s well 
as comparative analysis and possible areas of law reform. 

LAW2029 행정법Ⅱ Administrative Law Ⅱ

국가행정작용법중 행정강제론과 개별행정작용법상의 기본구조와 일반원칙을 규명하고, 구체적 법령의 목적
과 취지를 이해하는 한편,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질서행정법체계와 복리행정법 영역에서의 법리이해에 
비중을 둔다.

‘Administrative law Ⅱ’ is focu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particular area in public law with respect to state action, analysis legal objectives and disputes 
thereof. Esp. stressed on 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of welfare law and pol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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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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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lass, we study the legal institution and culture of Korean traditional society, especially of 
Chosun dynasty. Traditional legislative and judiciary system, family and inheritance law are main 
subjects of the class,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egal system under Japanese colonial era as well.

LAW2031 개인정보법 Information Law

현대의 정보통신 발달의 결과로 인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법학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법이라는 강좌를 
통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신의 이론을 습득케함으로서 현대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사고방식
을 함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The Information Law provides an academic opportunity for studying the effects of contemporary 
choices concerning the legal rules affecting the production, manipulation, storage, and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ly networked society(Internet-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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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
술은 진리발견과 인간의 이로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의 강좌개설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과학기술과 법학의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Section of Science & Technology Law was formed in 1970’s to provide a forum for addressing 
issues at the intersection of law,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n, the Section has grown to 
become a focal point for information and policy on many important issues, such as computer and 
information security law, privacy, cybercrime, scientific evidence, genetic research and engineering,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LAW2034 법조영어 Legal Writing

본 강의는 사건요약, 법령의 구성, 법률 조사 능력, 법률 관련 서신과 인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학생은 사
실관계의 객관적 분석과 법률 메모를 작성 및 의뢰인 상담에 필요한 영어를 익힐 수 있다.

The class focuses on case analysis, case synthesis, statutory construction, research techniques, 
legal correspondence, and citation form. Students will engage in objective analysis and analyze 
several fact situations and prepare intra-office memos and correspond with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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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커니즘을 고찰한다. 또한 어느 한 국가에서 인권보호에 철저히 실패한 경우의 국제적 책임추궁 방법과 한계
점을 포함한 인권의 실천적 보장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난민법, NGO 마지막으로 국제수준에서의 인권
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international law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the 
fundamental value for all study at the spot. It will focus on and including history of human rights, 
the nature of human rights on the obligations of all states to observe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on the enforcement mechanisms in place to protect human rights. This course examines the 
law,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role of NGO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s course will also surve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and its 
responsiveness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Finally this course will provide an 
introduction to refugee issues as one of the options in international public law and ICC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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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037 기본권론 Theor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기본권론은 기본권총론과 기본권각론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기본권총론은 기본권의 개념과 역사, 법적 성격과 
분류, 주체와 효력, 제한과 그 한계 및 구제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본권 각론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
구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과 사회권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국민의 기본적 의무도 포함된다.

Theor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consists of general and particulars. The general theory 
discusses the concept, history, legal nature and categories of basic human rights as much as 
remedy measures. The particular theory discusses the right to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 to freedom,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ight 
to claim, and social rights. Basic civil duties are also introduced.

LAW2038 통치구조론 Theory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본 강좌는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강좌이며,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에서 시작하여 통치기
구인 국회, 대통령 및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This class intend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basic principle of government and structure rest 
on constitution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the administration, the judica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LAW2039 헌법총론 General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Law

본 강좌는 헌법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강좌이며, 헌법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헌
법상의 기본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This class intend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general of Constitution which is consist of basic 
concept, structures rest on constitution and also constitution principle.

LAW2040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Law

본 과정은 국가의 존속, 발전, 위신의 확보라는 국가안보에 대한 법규범적 근거와 통제를 학습한다. 국가안보
의 영역은 전통적인 전쟁선포권의 문제, 국가비상사태에서의 위기관리와 대응, 난민, 국제기구, 경제안보 등
에서 정치한 법적 규범통제를 더욱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간주되는 국가
정보 분야에 대한 실천적인 이해를 통하여 포괄적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의 정신과 법의 정책 수호와 
집행기능에 대한 학습도 도모한다. 그를 위해 2011년 9/11 테러공격이후에 변모한 세계 유수한 국가정보체계
의 변모를 통해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법규범적 통제의 모습을 연구한다. 또한 본 학습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시대의 오늘날 실천적인 법학 지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특정한 법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
라 통섭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진정한 리걸마인드 함양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다. 

This course will focus mainly studying national security issues all around the world. Also this 
course examines legal aspects of National Intelligence process, as the one of National Security Law. 
Through the practical understanding of National Intelligence relating laws, this course examines 
legal aspects of intelligence gathering, separation of powers, issues associated with intelligence 
and anti-terrorist measures, and other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domestic role of the armed 
services. This course is intended to give students an introductory working recent knowledge of the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the significant international effects that affect the 
international system including the history, membership, financing, structure and dissolution and 
succession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too.

LAW4001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 해석론을 연구함으로써 범죄수사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및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소송절차를 다룬다. 이 강의는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구
체적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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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rules and regimens governing crimina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structures. This 
course deals with the rules and principles of law concerning investigation, arrest, prosecution, 
trial, judgement and evidence rules.  This basic course will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legal issues of criminal procedure law.

LAW4005 민사소송법Ⅰ Civil Procedure Ⅰ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핵심내용은 법원의 구성, 당사자 능력, 소송제기증
거법, 판결 및 상소제도 등을 살펴보고 연구한다.

Review of the critical issues of the law of civil procedure. Discussions are centered on the following 
main topics; organization of courts, ability and regulation of parties, cause of action, law of 
evidence, judgement and res judicata, appellat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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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ing on the contents stipulated at the relatives section in the Civil Law, this course introduces 
the meaning of a family and an institution necessary to compose and operate it. Also it deals with 
marriage, adoption, filiation etc. as a system to constitute basic relative relation organizing a family 
and such relative relation. In addition, it handles an inheritance law providing the succession matter 
of property due to he death of an inheritor. In other words, it introduces who will be an inheritor 
when the inheritor dies, how much inheritance it would have, and how it would be rescued from the 
infringement of the inheritance from others, and what the will and the reserve would be.

LAW4011 노동법 Labor and Employment Law

이 강좌에서는 노동법의 의의 및 기본개념과 개별적 노동관계 및 집단적 노동관계의 주요 내용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근로자 문제, 노동의 양극화 현상 등에 대하여 집중 조명한다.

Labour law (also known as employment or labor law) is the body of laws, administrative rulings, 
and precedents which address the legal rights of, and restrictions on, working people and their 
organizations. As such, it mediates many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unions, 
employers and employees.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of labour law. First, collective labour law relat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union. Second, individual labour law concerns employees’ rights at work and 
through the contract for work.

LAW4013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다양한 범죄현상을 통하여 범죄원인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연구한다.

Study of the theory of crime, its cause and prevention, countermeasures and punishment, and other 
methods of handing offenders.

LAW4016 국제협상법 International Negotiation Law

국제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기술적 요건인 협상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A topic for introducing legal aspects of negotiations between juridical entities in the course of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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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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s covered here are shares of stock and stockholder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damental 
changes such as charter amendment and merger, and dissolution and liquidation.

LAW4022 유가증권법 Law of Bill and Checks

유가증권의 기본적 원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어음법과 수표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This subject covers legal principles regarding commercial papers, focusing on bills and checks. It 
will systematically analyze various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actual life.

LAW4028 민사소송법Ⅱ Civil Procedures Ⅱ

민사집행절차를 총론부분과 각론부분으로 나누어 전자에 관한 일반이론을 익히고 후자부분에서 집행대상인 
각 물건의 환가절차 및 배당절차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Dividing civil execution procedure into general remarks and particulars, this course deal with it’s general 
principle with respects to the general remarks parts and, in teams of the particulars part, theoretically 
and  sysmatically delves into re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judgment debtor’s property.

LAW4033 국제사법 International Private Law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사법은 그 명칭 때문에 국제법·민법·상법 등과 오해되기도 하지만 이들
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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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 nature and scop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structure of conflict 
rules, nationality and domicile, the doctrine of renvoi, etc.

LAW4036 경제법 Law of Economics

경제법의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
요한 내용을 선진외국법과 비교하면서 강의한다.

This lecture focus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cover the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Act,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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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
쟁방지법 등이 포함된다.

The course covers patent law, laws governing the registration and use of utility model, trademark 
and industrial design.

LAW4040 금융법 Financial Law

브레튼체제의 붕괴 이후 21기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금융영역을 법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Study of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regulation of banking and other 
financi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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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44 국제거래법 The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물품매매법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법적 문제를 다룬다. 지급수단, 자본과 기술거래, 
운송과 보험, 중재 등을 소개한다.  

This course focus on the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nd introduce the payment 
system, financial and technology transfer, carriage, insurance and arbitration. 

LAW4045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이 강좌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회
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
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Millions of people in Korea rely on some form of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ligible for social assistance, as are people in lower income brackets. As 
workers age, they begin to reap the benefits of years in the workforce, receiving the retirement 
assistance commonly referred to as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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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offers introduction to national income tax law covering classification of tax payers, 
attribution of income, expense deductions, tax accoun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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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ology of law inspects scientifically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In this class, we study 
not only the effect of legal change to the society, but also the effect of society to legal system.  
Sociology of legal profession is indispensable subject area of the class.

LAW4048 환경법 ENVIRONMENTAL LAW 

환경법의 일반이론과 제도 및 중요한 개별 환경법규의 주요내용과 국제조약 등에 관한 지식과 실제사례를 
학습한다.

Study of general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implementations of environmental law. It also covers 
some of the more important statutes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LAW4051 소비자법 Consumer Law

소비자법은 개별 소비자와 재화와 용역을 파는 사업자간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법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분야를 학습한다. 

Consumer protection law or consumer law is considered an area of public law that regulates private 
law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onsumers and the businesses that sell those goods and 
services. Consumer protection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but not necessarily limited 
to product liability, privacy rights, unfair business practices, fraud, misrepresentation, and other 
consumer/business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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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52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저작권의 의의, 성질, 보호대상,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자의 보호제한, 저작권에 관한 구제절차와 수
단,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등을 관련판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창작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Study of basic concepts of copyright,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owners of copyright or simil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4055 입법학 Legislative Studies

입법학은 입법정책·입법내용·입법기술과 입법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를 통하여 입법 실무의 문제
점과 법제도·입법기술의 정비·체계화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현실 입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This lecture aims at helping students understand the important issue of legislative studies. The 
class provides student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Germany and America.

LAW4063 채권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Law of Obligations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한다. 채권총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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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
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강좌이다.

Regulating the legal relation between people, the law of obligation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a contract freedom. By putting in order general matters of general principle of obligations covering 
obligations, their objective and effect, obligational relation between a host of parties, transfer of 
obligations and assumption of debts, lapse of obligations,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commonly applied to many obligational relations regulated at the Special Part of Obligations.

LAW4064 채권법각론 Special Part of law of Obligations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일반이론을 고찰한 후 우리 민법상의 14종의 전형계약의 성립요
건과 효력을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들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누어 각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
과 등을 다루는 강좌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consider the general theory of a contract as the occurrence cause of obligations 
by legal action, and specifically review the constituent requirement and effect of 14 kinds of typical 
contracts on our Civil Law, and look into the occurrence causes of obligations by legal provision such 
as office management, undue profit, and tort. Especially this categorizes the tort to a general illegal 
action and a special illegal action, and addresses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each illeg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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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treats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such as essence, idea and validity of law, and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including definition of law, and hereby  tries to discover 
basic structure of human order and its ontological and anthropological meaning.

LAW4066 자본시장법 Capital Market Law

이 강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된 판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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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roduce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examines 
legal cases that have been influential i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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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
제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한다.

This advanced course will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 legal procedure by means of 
analysis of important judicial dec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So,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present a legal analysis of a problem in a written form that adheres to the conventions of 
the legal profession through the study of legal documents. 

LAW4070 형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riminal Law

형법총·각론에서 습득한 형법이론을 토대로 하여 판례 등 실제사례 또는 가상사례를 다루어 봄으로써 형법
이론상의 쟁점들을 재음미하고 형법규범의 구체적 적용능력을 기른다.

This subject treats imaginary or actual cases including judicial, based on theories acquired in 
General and Special Theory of Criminal Law, which reexamines issues of these theories and 
improves ability of applicating norms of criminal law to concrete cases.

LAW4072 상법판례 Judicial precedents in Commercial Law

상법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내외국의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검토함으로써 법학도
로서의 구체적 사건 해결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양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ubject is to enhance the ability to apply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It will systematically analyze various issues concern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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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을 형사절차에 적용하여 법이론과 이념의 이해능력을 기른다.

This advanced course will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means 
of analysis of important judicial dec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designed to give the 
students a systematic knowledge of the criminal law by applying basic theories to specific cases. 
In addition, they practice application of the knowledge to criminal procedures.

LAW4080 국제법총론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의 공동체 규범인 국제법의 역사와 법리에 관한 체계적 이해에 대하여 학습한다.

A subject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legal theory of modern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transnational norms for global community.

LAW4081 행정구제법 The Relief of Administrative Law

국가작용과 관련 피해구제법제의 기본체계와 절차 및 법리를 분석한다. 특히 행정쟁송제도와 손해전보제도
의 법리와 쟁점을 논의한다.  손해전보제의 절차와 범위, 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당사자, 기판력 등을 
검토하고, 관련 ADR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The Relief of Administrative Law’ is focu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administrative remedies and 
procedural theory in public law with respect to state action, analysis legal exhaustion and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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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of. Esp. stressed on 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of scope of damages and standi locus, 
res judica.

LAW4082 국제법각론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이 강좌에서는 국제법각론에서 습득한 국제법의 기본원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국제법이 어떻게 국
제공동체를 규율하고 있으며, 법의 지배를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 강좌는 
“국제법이 어떻게 국제공동체의 평화확립에 기여 하는가”라는 일반전제를 염두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소를 통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및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 메카니즘
을 포함하는 국제분쟁해결법,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범인 국제인권법, 또한 환경의 국제적 
보호와 개발을 위한 국제법규범인 국제환경법 등의 분야를 살핀다.

This unit introduces students to the basic features and building blocks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unit considers what international law for disputes settl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ules governing the functions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for instanc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sputes settlement in international law); the bodies that are object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 regional human rights laws in Europe and 
America); and looks at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state will be l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ll these issues will 
be examined in the light of current concer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ll of 
this runs the general question of how does international law what is international law help to build 
up the peace in international community.

LAW4083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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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ic commerce is now ever increasing its market share with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So are the legal issues waiting to be solved. This class deals with these issues and their 
legal framework, especially among others electronic contract, electronic signature, consumer 
protection, and electronic financial finance.

LAW4084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Procedure Law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조직 및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등과 규칙제정권 등 권한에 대하여 강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jurisdic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s status and 
structure on Criminal Justice, impeachment judge, Unconstitutional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disputes of competence, Constitutional complaint judgment.

LAW4085 민법사례연구 Case Study in Civil Law

본 강좌는 민법의 기본적 이론을 고찰하고 주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에 관한 중요문제를 주제별로 분
석, 연구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theory of civil law and to study main problems of property law, 
law of contract and torts, and family law.

LAW4086 토지공법 Public Law On Land Use

이 강좌는 토지의 사용 등에 따른 행정법적 조성과 규제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특히, 각종 자격시험 및 
국가시험과 관련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토지분쟁 및 이와 연관된 행정상 분쟁의 유형과 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사례연습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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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aims to improve ability to apply administrative law to actual cases. Through this class 
and discussion, students will solve real administrative problems.

LAW4087 민사집행법 Civil Enforcement Law

권리의 최종적인 실현단계인 집행절차에 관하여 새로이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과의 연계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한다.

It coordinates as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cusing on Law of Civil Execution newly enacted 
about the execution procedure of the final real present stage of a right, and carries out systematic 
and synthetic research and examination. 

LAW4088 국제소송법 Law of International Litigation

국제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국제법의 적용 문제와 판례에 대하여 분석한다.

Case reading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LAW4089 노동분쟁법 Law of Labor and Employment Dispute

이 강좌에서는 노동법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과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실무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서의 분쟁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나아가 노동법의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과 노동분쟁의 근본적 원인 및 그 해결방안
에 대하여 검토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labor and employment law disputes in practice. Specially it contains case 
studie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individual employee,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law governing relationships between labor unions and employers. This course is 
particularly well-suited for students planning to study the practical legal problems in the field of 
labor and employment law.  

LAW4092 형법특강1 Special Lecture of Criminal Law 1

사법시험 고득점을 위한 수준 높은 강의로 형법 총칙 전반을 핵심 쟁점 위주로 강의한다.

This advanced course aims to get high score for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will deal with overall 
key point of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LAW4094 보험법  Insurance Law

이 강의의 목표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4편 보험계약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법조항과 관련 
학설 및 판례를 설명한다. 아울러 보험 산업과 금융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 on Part IV of the Commercial Code (Insurance Contract)  by explor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legal theories and cases. It will also cover relevant business law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nd finance industry.

LAW4095 비판적사고와 논술연습 Argumentative Essay Practice

비판적 사고와 논리를 다룬 강의로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훈련을 통해 훌륭한 사고를 전개하는 방법을 
익히고, 논리학 공부를 통해 사고를 논증으로 표현해 평가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비판적 
사고 개념을 소개하고, 사고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훌륭한 논증을 구성하고 비판적으
로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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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96 국제시민과 법치론 On legalism for International Citizen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의 국·내외 현실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쟁점에 대한 법치적인 분
석과 해결방안을 팀프로젝트로 조사, 연구하고 결과 발표 및 그에 대한 토론학습을 한다. 그럼으로써 문제해
결능력과 창의력 등 사고력과 탐구능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쟁점 이해로 전공교육과정의 
융·복합화를 도모한다.

As the team project subject, this course will be led by project teams whose members usually belong 
to different groups. functions and are assigned to activities for various subjects by professor such 
as democracy, civil rights movement,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ourts, GATT, WTO, GATS, FTA, EU law, UN body, clean water, 
endangered species, law and women, NGO, animal law, religion law, art and museum law, juvenile 
law, consumer law and law and humanities. Through this team project course students will 
experience the re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regime and it’s impact on society,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i.e. human life.      

LAW4098 신지식재산권법 New Intellectual Property Law

본 강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
지 않았던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구제방법, 지식재산 정책 등의 틀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ir protective scope emerging as a 
new topic amidst rapidly growing improvement of high-tech industries, industrial copyrights, 
informative property and trade secret.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 set of conceptional 
framework of legal protection, relief ways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on various issues.
Each student is expected to participate fully in class discussions and other activities. Many brief 
presentations will be done by individual students, as well as small teams. During this time 
opportunities are provided to explored more deeply the topics addressed in class. Creative mind all 
times is important to the quality of the course.  

LAW4099 인터넷법 Internet law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사회는 장단점이 혼재하는 사회다. 인터넷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지만 구성
원 스스로를 구속하는 매체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거
나 막지 못하면 인터넷은 약이 아니라 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불법 및 유해정보의 적극적인 
차단이나 통신정보의 감청 등을 법령이나 자율규제를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근로현장에 있어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 혹은 통제의 경우도 유사하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via internet is unavoidable. The effect on members in the 
society has swings and roundabouts(janus face). So we should make the best (possible) use of 
Internet. It can’ should help social members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from the illegal 
transfer of data, teach them how to effectively manage their internet use, form good work habit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potent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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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정치행정학부 북한학전공

경제학과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국제통상학부 글로벌무역학전공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사회·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전공

경찰행정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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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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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 보다 나은 정치와 사회발전을 실천적으

로 주도해 가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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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취적

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갖추어 조직과 단체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본 전공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그 문제의 본질

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양 

그리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학과(전공) 소개

현대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서 본 전공은 정치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

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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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의 이론을 연구·분석하여 다양한 정치현상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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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을 담고 있다.

비교정치분야는 다양한 정치체제와 정치과정을 체계

적으로 분석·비교하여 현대 정치·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의 정확한 인식과 대책을 도모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설치하고 있다. 

국제정치분야는 국제관계와 세계정치의 본질적 성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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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Politics &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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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한국사회에 맞는 이론적·실

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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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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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공무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교수 또는 전문연구자 등 학문분야로 진출할 수

도 있고, 정부부처의 정책실무자, 중앙 및 지방정치

인의 보좌진, 방송 및 언론매체 기자, 정치 및 시사 

비평가, 선거기획 및 정치홍보 담당자, 리더십을 갖

춘 대기업의 중견 간부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다.

 교수 소개

황 태 연
전 공 분 야 정치사상
세부연구분야 고대·근현대동서양 정치철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J.W. Goethe University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서양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정치철학 한국정치사상

대 표 저 서
서양근대정치사상(2007)
실증주역(2008)
공자와세계 1~5권

대 표 논 문

Die Verschollene Eigentumsfrage(1992)
Harbermas’ Critical Theory and Another Marx Unveiled: A Confrontation with the Communicative 
‘Critical Theory of Society’ (1998)
“공자의 중용적 주역관과 우리 역대국가의 시서(蓍筮)관행에 관한 고찰“”(2005)

박 명 호
전 공 분 야 비교정치/정치과정
세부연구분야 정당,선거,의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위스콘신대학교-밀워키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건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비교정치론 정치과정론 현대한국정치실습 정치학개론

대 표 저 서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2004)-“탄핵역풍과 수도권 신도시의 총선”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2006)-“인물론 대 정당론: 경기도”

비교정치 (2008)-“선거와 정당체계”

대 표 논 문

“Sub-National Sources of Multipartism in Parliamentary Elections” Party Politics (2003)
Supplementing the Macro Analysis: Determinants of Vote Choice in the 2000 Canadian 
Parliamentary Elec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006)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효과와 연령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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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석
전 공 분 야 정치이론
세부연구분야 정치이론, 미국정치, 정치학방법론, 정치경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정치토론 정치학연구방법론 의회정치 게임이론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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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철
전 공 분 야 비교정치
세부연구분야 민주주의, 시민사회, 선거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Ohio University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비교민주주의론 한국정치론 선거론 정치학개론

대 표 논 문

2008. “McGann지표를 활용한 국내 주요 정당정책연구소 평가,”(공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1호: 153-175.
2008. “Path toward Democracy in South Korea: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Embedded in the 
Citizens,” Asian Survey 48(4): 580-602. 
2009.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2호: 237-286.

케네스 윌슨
(Kenneth W. Wilson)
전 공 분 야 비교정치, 러시아 정치
세부연구분야 러시아 정당정치, 민주주의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Edinburgh Politics MA (Hons) Politic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Glasgow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M. Phil. in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Oxford Politics D. Phil. in Politics
담 당 과 목 탈공산권정치론 외교정책론 유럽정치론 국제정치이론

대 표 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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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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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OL2023 비교정치론(캡스톤디자인) 3 3 기초 학사1~2학년 2 캡스톤 디자인
POL2024 정치학세미나Ⅰ 3 3 기초 학사1~2학년 1
POL2025 정치학세미나Ⅱ 3 3 기초 학사1~2학년 2
POL2014 국제정치입문 3 3 기초 학사1~2학년 2
POL2015 정치사상입문 3 3 기초 학사1~2학년 1 pre-law
POL4057 한국정치론(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1 pre-law
POL4055 의회정치(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학년 1 캡스톤 디자인
POL4020 서양정치사상 3 3 전문 학사3~4학년 1
POL4026 동양정치사상 3 3 전문 학사3~4학년 1
POL4033 외교정책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1
POL4058 정치과정론(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학년 1
POL4062 정치학연구방법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1
POL4063 게임이론과정치(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캡스톤 디자인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POL4043 한국정치사상 3 3 전문 학사3~4학년 2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1
POL4045 유럽정치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POL4046 국제정치이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POL4060 현대한국정치실습(캡스톤디자인) 3 1 4 전문 학사3~4학년 1 캡스톤 디자인
POL4049 국제관계사 3 3 전문 학사3~4학년 2
POL4050 정치토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2
POL4052 공직선거법의이해 3 3 전문 학사3~4학년 2
POL4053 정치철학 3 3 전문 학사3~4학년 2
POL4061 선거론(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학년 2 캡스톤 디자인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기자
방송인

정치·시사비평가
선거기획 및 

정치홍보 담당자

정치학세미나Ⅰ
정치학세미나Ⅱ
정치사상입문
국제정치입문
비교정치론

정치학연구방법론

한국정치론
게임이론과정치
서양정치사상
정치철학

동양정치사상
선거론

유럽정치론

방송제작입문
저널리즘론
사회변동론
설득과캠페인
신문보도편집론
정치커뮤니케이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전문위원
정치인 보좌관

행정관료
정부부처의 정책실무자

정치학세미나Ⅰ
정치학세미나Ⅱ
정치사상입문
국제정치입문
비교정치론

정치학연구방법론

한국정치론
정치과정론
정치철학
의회정치
선거론

국제정치이론
정치토론

게임이론과정치

정책분석
정책학개론
헌법총론
행정법

정책형성론
지방행정론
정책평가론

외교관

정치학세미나Ⅰ
정치학세미나Ⅱ
정치사상입문
국제정치입문
비교정치론

외교정책론
한국정치론
국제정치이론
탈공산권정치론

정치철학
유럽정치론
국제정치이론
게임이론과정치

헌법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협상법

북한외교정책론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동북아정치경제론

복수전공

정치학세미나Ⅰ
정치학세미나Ⅱ
정치사상입문
국제정치입문
비교정치론

한국정치론
동양정치사상
서양정치사상
의회정치
정치철학
정치과정론
정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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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OL2023 비교정치론(캡스톤디자인) Comparative Politics(Capstone Design)

비교정치학의 기본이론 및 방법론, 그리고 정치문화와 사회화, 충원, 참여, 커뮤니케이션, 정치과정, 정치변
동, 정치체계, 정치발전 등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상이한 정치체계들 간의 정치적 구조 및 과정을 비교분석
하고 동시에 지역연구의 기본바탕을 제공한다.

This course comparatively analyzes political structures and processes of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with priority given to the primary theories and methodology in comparative politics as well 
as theories of political culture, socialization, recruits, participations, political process, political 
fluctuations, political systems, etc.

POL2024-2025 정치학세미나Ⅰ,Ⅱ Political SeminarⅠ,Ⅱ

정치사상, 이론 및 방법론,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등 정치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POL2014 국제정치입문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s

본 강좌는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정치·경제·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이론적 시각을 
통해 검토한다.

This course analyzes competitions, coalitions, and wars among the nations in the world.

POL2015 정치사상입문 Introduction to Political Thoughts

정치학의 정치사상을 수학하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서 정치사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political thoughts through thoughts concerned with political 
situations which form the keynote of democratic politics.

POL4057 한국정치론(캡스톤디자인) Korean Politics(Capstone Design)

1945년 해방 이후 오늘까지 한국정치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치문화, 정부형태, 정치과정, 
정치발전, 통일문제, 안보 및 대외관계 등 각 측면에서 한국 정치의 특성을 정리한다. 

This course offers students a theoretical basis to help them understand Korean politics. Topics include 
political culture, political socialization, how elections work, government institute, interest group, 
political parties, parliament, policy-making, political process, political development,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security, international environment, etc.

POL4055 의회정치(캡스톤디자인) Legislative Politics(Capstone Design)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 의회정치의 기본적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POL4020 서양정치사상 Western Political Thoughts

근대 서양정치사상의 흐름을 중요한 정치사상가의 학설을 통해 분석·연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lows of political thought with major theories, having students analyze 
political ideas.

POL4026 동양정치사상 Asian Political Thoughts

동양의 정치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정치 일반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양자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This course designed to prepare the basis of understanding contemporary politics by examining 
Asian politic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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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33 외교정책론 Foreign Policy

외교의 본질, 의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외교정책 수립과정, 집행 등의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세계 주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This course examines general theories regarding the nature of diplomacy, historical changes of 
foreign policies, critical factor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foreign policy, and analyzes 
foreign policies of strong states and weak states.

POL4058 정치과정론(캡스톤디자인) Government and Political Process(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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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이론을 습득하게 하여 정치현실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돕는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and analyze political reality through general theories 
concerned with political party, election, interest group, and public opinion which form the keynote 
of democratic politics.

POL4062 정치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이 과목의 수강생은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연구를 체
계적으로 추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절차와 기법을 학습한다. 주된 강의내용은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가능
성과 한계, 설명과 예측을 위한 개념·모형·이론·가설 및 변수, 자료수집의 전략, 자료분석의 기법 등이다. 

POL4063 게임이론과정치(캡스톤디자인) Game Theory and Politics(Capstone Design)

본 강좌는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선택을 이해하기위한 도구로서 게임이론의 기초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딜레마 (dilemma)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각
각의 선택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 잠재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행위 하는 전략적 행위 (strategic behavior)
의 분석과 이해에 강좌의 주안점을 둔다.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Comparative Democracy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이행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한다.

This course looks into transition of some thirty-five countries, mainly in Asia and Latin America, 
from nondemocratic to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during the 1970s and 1980s.

POL4043 한국정치사상 Korean Political Thought

동양정치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게 한국의 정치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정치 일반을 이
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양자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This course offers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politics by examining Korean political thoughts.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Russian and post-Communist Politics

본 강좌는 공산권의 몰락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알아보고자한
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 러시아의 변화와 동유럽 국가들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This course begins by examining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The course considers how reforms which were introduced (by Mikhail Gorbachev) to 
strengthen the Soviet Union led instead to its collapse.  We then study Russia as an example of 
political developments in post-communist states.  We examine Russia’s struggle in the 1990s to 
develop a democratic polity and a functioning market economy, the more authoritarian presidency 
of Vladimir Putin (2000-8), and the direction that Russia is taking under the curren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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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tri Medvedev. The course then places the Russian experience in the wider context of 
post-communist politics and ‘transition’ to democracy by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post-communist states can be considered democratic.  The course concludes by asking why the 
states of post-communist Europe have been much more successful at establishing political systems 
and market economies than the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POL4045 유럽정치론 European Politics

본 강좌는 학생들에게 주요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현대 유럽정치학을 소개하고자한
다. 수업 전반부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알아보고 후반부는 유럽연합의 발전과정과 당면한 이슈들
을 다루어 보고자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contemporary European politics.  The focus is on the politics of 
major European stat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examines the political systems of major European states.  Political debates in these countries 
concerning European integration will receive particular attention.  The second part of the course 
concentrates on the EU: its historical development, its main institutions, and the biggest issues and 
debates facing the EU today (e.g. enlargement and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 course 
will examine why the development of the EU has been so controversial.  It also considers how the 
EU will develop in future.  Will the EU remain an institution characterised by negot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vereign states?  Or will it develop into a federal state, becoming an economic 
and military superpower.

POL4046 국제정치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

현대의 국제적인 정치 현실 속에서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Internatioal Relations’ on the Global network, acting various transnational 
actors. Also it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POL4060 현대한국정치실습(캡스톤디자인) Contemporary Korean Politics(Capstone Design)

본 강좌는 관학협력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한국정치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전문가 특강, 정치현장 방문 등 학습자들의 직접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participate the contemporary political reality of Korea on the basis 
of analyzing each political regime and political power of Korea.

POL4049 국제관계사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중심의 외교사적 접근을 넘어서 문명과 지역 중심의 국제관계사를 고찰한다. 

This course helps college freshmen and sophomores to understand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erms of institutions, processes and ideologies. It introduces students to basic issues and 
theories i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economics, and comparative politics 
and history. The course combines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erspectives with an histor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problems in the past and present. 

POL4050 정치 토론 Politics and Discussion 

현대사회에서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토론은 개인,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고,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정기제로서 널리 활용된다. 『정치 토론』은 ‘최신의 정치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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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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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내용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토론이다. 토론의 주요주제가 될 ‘최신의 정치이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를 포괄하며, 강좌 개설학기에 한국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교수와 학생
이 함께 선정한다. 수강생은 개인 별 주제토론, 그룹 토론, CEDA 토론, 의회 식 토론 등 다양한 토론 모듈을 
통해 토론의 실제를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learn how to construct, defend, and criticize arguments 
related to some of the topics on political science and current affairs. It means that the main vehicle 
for learning will not be lectures, but rather group discussions, student presentations, debates, and 
written critiques. The course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we will read 
about and discuss several concrete, contemporary issues in the politics and current affairs as well 
as how to make arguments and perspectives on these political issues. The second part of the course 
will examine and debat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in many areas. Topics will be selected from 
the fields of Korean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economy, and political thoughts.

POL4052 공직선거법의이해 Understanding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본 강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 이해 증진 및 향후 관련 공직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험
생들에게 체계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POL4053 정치철학 Political Philosophy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치철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치학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넓힌다.

This course examines contemporary ideologie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world as a whole.

POL4061 선거론(캡스톤디자인) Election(Capstone Design)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선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과정의 핵심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This course is taught vote behavior, the factor, making specific behavior, analysis, structural 
feature and statistical analysis about vote result influence in the long term. Also it analyzes 
political factor, which makes specific vote system and different results, made difference of vo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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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행정학은 그 기본적 이념들인 민주성·능률성·합리

성·효과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서로 조화시

키면서 국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업무 수행의 질을 향

상시키는 학문이다. 특히 이론중심의 협소한 전문성

을 뛰어넘어 종합학문으로서, 실천학문으로서, 그리

고 변화관리학문으로서의 포괄적 전문성을 지향한

다. 따라서 행정학과는 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행정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탐구방법을 학습케 하여,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합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기본목표로 한다.

1. 전공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행정학과의 전공과목은 창의적 기획관리능력,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능동적 변화대응능력, 견실한 업무수

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유용한 학문과정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공이수를 위해 먼저 기초과

목인 행정학개론과 정책학개론을 수강하며 그 다음으

로 전공심화 과목인 각론 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행정학 전공자의 능력 및 소양

행정학 전공자는 (1) 조직의 공동목표를 중시하는 태

도함양, (2) 행정부 및 공공기관에의 적응능력, (3) 

포괄적 관리인으로서의 통합조정능력, (4) 실용적, 

실무적 교육을 통한 변화관리능력, (5) 전문 관료 또

는 기업인으로서의 리더십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

다. 또한 논리적 사고와 공공조직과 민간 기업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기획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미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과(전공) 소개

행정학은 민주성·능률성·효과성 그리고 사회적 형

평성 등의 행정이념들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국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업무 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문

이다. 이에 따라 1965년에 설립된 행정학과는 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

고, 행정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탐구방법을 학습케 

하여,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

는 합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기본목표

로 하며, 아울러 개개인의 꾸준한 학문적 발전을 통하

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 국가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기업, 지역사회개발에 이르기까

지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행정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광

범위해지면서 공공행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지

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학과는 인사·재무·조직·기획과 정책분

야에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행정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론적 교육뿐 아니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Public Administration



261행정학

05

사
회
과
학
대
학

라 행정과 정책사례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정부

기관 외에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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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심 익 섭
전 공 분 야 조직관리론
세부연구분야 조직관리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Speyer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Speyer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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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우
전 공 분 야 정책학
세부연구분야 정책이론, 정책분석, 정책평가, 인사행정, 행정정보체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Maxwell School, Syracuse University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대학원 정책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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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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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채 기
전 공 분 야 재무행정
세부연구분야 정부예산, 공기업, 지방재정
학사학위과정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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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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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학석사
박사학위과정 Oxford University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학박사
담 당 과 목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행정학의 이해 정책학개론 기획론

대 표 논 문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Oxford University Press, 2011, 공저)
Welfare Reform in East Asia(Routledge, 2011, 공저)
Learning from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uccess(Palgrave, 2014, 공저)
Another Dimension of Welfare Reform(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9)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공공성(행정논총, 2010)

주 창 범
전 공 분 야 조직이론
세부연구분야 조직이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담 당 과 목 한국정부와 행정 정책학개론 행정계량분석
대 표 저 서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co-author)(Routledge Press)

대 표 논 문

External Legitimacy, Goal Congruence, and Collective Resistance
: Environmental NGOs and Land Use Politics in South Korea(Urban Studies)
Critical Junctures, Path Dependence, and Political Contestation
: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NGOs in Kore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NVSQ))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UB2001 정책학개론 3 3 0 기초 학사1학년 영어 1
PUB2002 행정학의이해 3 3 0 기초 학사1학년 2
PUB2003 기획론 3 3 0 기초 학사2학년 영어 2
PUB4035 인사행정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2
PUB2005 정책형성론 3 3 0 기초 학사2학년 2
PUB2006 행정조사론 3 3 0 기초 학사2학년 영어 1
PUB2008 조직관리론 3 3 0 기초 학사2학년 1
PUB4001 공기업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1
PUB4003 도시행정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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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공무원·공직

행정학의 이해
행정조사론
조직관리론
정책학개론

➡

재무행정론
행정이론

행정정보체계론
정책평가론
지방행정론
인사행정론
공공서비스론
행정계량분석

헌법Ⅰ,Ⅱ
행정법
경제학

공기업

행정학의 이해
기획론

정책형성론
조직관리론

➡

공기업론
재무행정
행정이론
정책분석
인사행정론
복지행정론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행정법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산업조직론

사기업

행정학의 이해
기획론

조직관리론
행정계량분석

➡

재무행정
정책분석

시장과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행정계량분석
인사행정론
정책평가론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재무회계

복수전공트랙

행정학의 이해
정책학개론
조직관리론
행정조사론
정책형성론

➡

행정이론
재무행정
지방행정론
인사행정론
정책분석
정책평가론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헌법 Ⅰ,Ⅱ
행정법
경제학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UB4005 복지행정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2
PUB4007 재무행정 3 3 0 전문 학사3,4학년 2
PUB4008 재정정책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1
PUB4010 정책분석 3 3 0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1
PUB4011 정책사례연구 3 3 0 전문 학사3,4학년 2
PUB4012 정책평가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PUB4013 지방행정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2
PUB4015 행정개혁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1
PUB4016 행정계량분석 3 3 0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PUB4019 행정이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1
PUB4020 행정정보체계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1
PUB4023 공공서비스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2
PUB4024 지방재정론 3 3 0 전문 학사3,4학년 2
PUB4025 시장과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3 3 0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1
PUB4026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3 3 0 전문 학사3,4학년 1
PUB4030 한국정부와행정 3 3 0 전문 학사3,4학년 영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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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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로 정책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키는 토대를 형성한다.

Empirical and normative foundations of systematic policy science; concepts, theories, models, 
issues, strengths, limitations, and uses and misuses in the policy process.

PUB2002 행정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이론에 관한 기초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간단히 행정의 제범위를 설명하고 행정관리 기초과정의 이론
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Public administration is a study of administration and policies, having its purpose in harmonizing 
democracy, efficiency, economy, rationality, effectiveness, and social equity, and in improving the 
people welfare and the accomplishment of public work. In order to cope with the world changes, 
while putting much value on openness and competition, the civi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change themselves to be efficiency- and future-oriented.

PUB2003 기획론 Planing

이 과목은 기획의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의의 개념규정, 계획규정, 모형, 평가분석 등을 검토한다.

A plan is a method of achieving something that you have worked out in detail beforehand.

PUB4035 인사행정론 Personel Administration

현대 인사행정의 발전과 인사행정에 관한 개념 및 일반이론을 학습하는 한편 한국 및 주요국의 현행 인사행정 
제도의 제 특성을 이해시킨다. 특히 인사제도의 유형, 직위분류제, 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보수체계 
연금, 사기, 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윤리, 공무원 신분보장 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principle legislative and judicial background, and currently 
significant practice in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rvice. It covers the roles of 
recruitment selection, wage and salary administration, emplyee development, manpower planning 
and other personnel functions.

PUB2005 정책형성론 Policy Formation

정책형성 과정과 모형, 조직형태 등 정책결정과 행정가에게 작용하는 환경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정책형성
에서 선택된 문제들을 다룬다.

This course explores the impact of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public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t uses intensive analysis, normative, and decision making models of the policy 
proces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ir relationship with current policy problems.

PUB2006 행정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정책형성 과정과 모형, 조직형태 등 정책결정과 행정가에게 작용하는 환경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정책형성
에서 선택된 문제들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cience and scientific method; logical forms 
of problem analysis; deductive logic; especially, basic logical forms and fallacies; theory 
construction and hypothesis formulatio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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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2008 조직관리론 Organization and Management

본 강의는 행정학에서 조직관리론이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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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조직관리의 새로운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데 강
의의 중점을 둔다.

Analysis of organization theory in public organizations; current issues in organization theory; 
decision-making,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nature of organizations in a 
post-industr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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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방향
을 모색해본다. 

Economic, polit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business-government relationship in theory 
and practice; antitrust, public utility and other equalization, consume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ditions of employment; effective business response-pres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PUB4003 도시행정론 Urban Administration

현대도시의 성장과 인구집중, 대도시 기능과 행정구역문제, 수도권의 광영행정기구 등의 제반문제를 분석.고
찰하고자 한다.

Urban administration is a synthetic study that covers most social studies to manage complicated 
cities. Urban administration is wider than public administration. As a city develops, citizen’s 
demand becomes more complicated.

PUB4005 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 내지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최대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문제
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집중 분석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철학, 이념, 내용을 바탕으로 갈수록 관심이 증대되
고 있는 복지문제의 행정적, 정책적 접근방법과 복지국가의 미래상을 점검해 본다.

Study of the role of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creation and administ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of various sizes, and the related case studies.

PUB4007 재무행정 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행정의 일반이론 특히 재무행정조직, 예산의 개념, 기능, 원칙, 종류, 분류 그리고 정부 회계, 구매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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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about the fiscal role of the government in a mixed economy, sources 
of public revenue and credit; administrativ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budget and 
the budgetary process; problems and trends i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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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a look at the basic meaning & theories of fiscal policy, this course will help teach the goal, 
consumption and savings of fiscal policy, the changes in inco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 monetary policies. It takes a closer look at regional fiscal policy and political aspects of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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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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issues in public policy analysis; conceptual problems encountered in policy analysis; the role 
and limits of analytic techniques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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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reviews the formation and evaluation process of Admistration, and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It lays emphasis on policy analysis and construction of theory models.

PUB4012 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정책
평가의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도모하여 한국 정책과정상의 평가
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meaning of policy evaluation, the models of policy evaluation, theories, 
uses of policy evalu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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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에서 문제
들을 다룬다.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for smooth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Administration Bureau carries out various measures: promoting decentralization, designing an ideal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mproving the existing local administration system, positively 
promoting municipal mergers, developing a network system for Basic Resident Registers, 
encouraging regional revitalization, promoting the regional IT revolution, promoting regional 
internationalization, and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local public service personnel system.

PUB4015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s

행정개혁이란 행정능력의 합리적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체제의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impact of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public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t uses intensive analysis, normative, and decision making models of the policy 
proces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ir relationship with current policy problems.

PUB4016 행정계량분석 Quantative Methods for Administrative

행정학의 연구와 행정관리에 필요한 통계이론의 이해와 그 응용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표
본과 표본의 분포, 구간추정과 조작적 표본설계, 통계적 가설검증,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의 기
초이론, Dummy변수와 분산분석 등이다.

Theories & knowledge needed to further study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management will be 
dealt with. How to use that knowledge is cover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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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4019 행정이론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기존 행정학의 제이론 중 주요 논쟁테마들을 선정하여 집중 연구, 분석, 토론함으로써 행정학 연구의 총정리
를 시도함과 동시에 그동안 각론부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행정학 관련분야들을 종합정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현주소와 행정학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From the former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we will take controversial themes, concentrate on 
their research, analyze and discuss which in forth will help in organizing all the previous studies. 
The fu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nd the present stat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re the major subjects of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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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제시
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고찰한다.

PMIS FOCUSES ON THE KEY PROCESSES FACED BY MANAGERS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PLANNING, PURCHASING, TRAINING AND LEARNING, POLITICS, 
ACCOUNTABILITY, ETHICS, BEST PRACTICES, AND EVALUATION

PUB4023 공공서비스론 Public Service

정부활동의 핵심 산출인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방식,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기법, 공공서비스의 혁신 
전략 등을 검토한다.

Public services is a term usually used to mean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 to its citizens, 
either directly (through the public sector) or by financing private provision of services. The term 
is associated with a social consensus (usually expressed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that certain 
services should be available to all, regardless of income. Even where public services are neither 
publicly provided nor publicly financed, for social and political reasons they are usually subject to 
regulation going beyond that applying to most economic sectors. Public services is also a course 
that can be studied at college and/or university. These courses can lead entry in to the: police, 
ambulance and fire services.

PUB4024 지방재정론 Local Piblic Finance

생활정부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관리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하다.
지방재정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되어 이론과 제도 그리고 개혁방안을 소개한다.

Transparent and prud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critical to the 
integrity of local public sector and to gaining and retaining trust of local residents. Such integrity 
and trust is sometimes lacking in some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local governments interested in establishing sound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PUB4025 시장과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Market, Government and Network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시방, 네트워크 등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과 상호 관계를 이해하
고, 각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리 전략 등을 소개한다.

The course understand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of interaction in respect to administration as 
governance and introduc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of administrativ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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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4026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 역할의 재조정과 공공부문의 재설계 공공정책과 사회발전, 거번넌스 패러다
임의 변화에 따른 공공정책 결정과 집행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한국 공공
부문의 구조 및 역할변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먼저 현대 자본주의 국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고, 
영미,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 동아시아 체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The course aims to introduce students to key theories, concepts, and tools with which to understand 
and analyze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surrounding it. 
The course begins by looking at a variety of 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andcomparative typologies of welfare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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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증진시키
고 행정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government,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Korea.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analytical ability 
to critically examine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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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북한학과는 1994년 본교에서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평화체제로의 이행

을 체득하여 북한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선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하

고 있다. 

남북관계는 급속한 진전과 갈등의 부침을 거듭해 왔

으며, 당국 간 불신의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을 공부한 북한학 전공자이다. 따라서 

본 북한학과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 및 통일관련 전문 인력(통일교육요원, 통일행정

요원)과 북한개발지원 전문가(북한개발행정요원, 북

한전문NGO요원) 등 북한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과(전공) 소개

북한학과의 주요 교과과정은 북한 연구와 관련된 순

수학문분야와 대북·통일정책의 평가·개발과 관련

된 정책지향분야로 구성된다. 세부 전공은 북한체제, 

대외관계, 통일정책 등이 있으며, 전공별 세부과목으

로는 북한의 법·군사체제, 경제체계, 교류협력, 사

회문화, 통일 환경, 통일사례연구 등이 있다.

기초 교육과정으로 ‘북한학 입문’, ‘통일학 입문’ 등의 

기초교육과목 수강을 통하여 북한학 연구기반을 확립

하고 전문교육과정 1단계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

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사회주의 사상, 통일 환경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통일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전문교육과정 2단계에서는 북한학에 대한 기초를 바

탕으로 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학습과 통일부 및 

경협관련 민간 기업에서의 인턴활동 등을 통해서 실

무자, 전문가로서의 역량 구축하여 통일요원, 일반기

업, 정부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회에 배출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남북관계의 지속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본교 북한학과에서는 

현재 여러 관련학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북한 관련 연구를 통합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북한연구자들이 전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교육과 연

구에 전념하고 있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 및 통일 관련 전문분야(통일교육, 통일행

정등) 의 전문가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학은 비단 통일 전까지의 남북·북미·동북아만

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준비와 함께 

통일 이후 있을 여러 가지 정치·행정·경제·법·사

회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행정학부 북한학전공
North-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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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북한학 전공자는 북한학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을 체

득하고 민족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춤으로써 연구기

관, 언론사, 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

고 있다.

대표적인 예상 진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1999년 8월부터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각

급 교육기관에서 통일 관련 교육을 담당할 통일교

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북한 및 통일관련 정부부서, 전문 연구기관, 언론

기관 등에서 정책 실무자, 연구자, 기자등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3.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진출하여 남북

한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본교 북한학과의 졸업생들은 탁월한 교수진의 지도

와 학생들의 문제의식 공유, 강한 학업수행 동기 형성

으로 미개척 분야였던 북한학과 졸업생으로 언론사, 

국가정보원, 통일부,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관리공

단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

에 학부의 재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며, 본

인의 진출한 각 분야에서의 인턴쉽 과정 및 취업부문

을 본 과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에게 연계하고 

있다. 또한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도 북한연구전문가

가 되기 위한 대학원 진학도 매우 활발하여, 현재 북

한학과 대학원 학생 수는 본교 사회과학대내 입학의 

2위를 점하고 있다. 

 교수 소개

고 유 환
전 공 분 야 비교정치
세부연구분야 북한학, 남북관계, 비교정치이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외교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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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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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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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현
전 공 분 야 북한정치/통일
세부연구분야 북한 정치 및 군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외교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전공)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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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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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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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R2009 북한의사상체계 3 3 기초 학사2-3년 2
NOR4001 북한의법과행정체계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02 북한외교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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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R4010 북한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NOR4011 남북한체제비교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NOR4013 동북아정치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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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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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정치외교학전공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3
정치외교학전공 POL2023 비교정치론 3
정치외교학전공 POL2014 국제정치입문 3

■ 최대 인정 학점 : ( 6 ) 학점

 교과목 해설

NOR2001 북한학입문 Introduction to North Korean Studies

입문과정으로 북한의 실상과 북한학의 기초적 문제들을 이해

Introduces the basic knowledge on North Korean studies.

NOR2002 통일학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Unification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과 관계개선 그리고 통일방안을 모색

Introduces inter-Korean cooperation, ways of improving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NOR2003 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 Theories and Systems of Socialism

역사적 사회주의의 이념과 체제원리를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의 성과
와 한계를 밝혀내고 자본주의 체제와의 비교분석 시도

Analyzes the ideologies and systems of socialism both from theoretical and realistic points of view, 
finds ou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20th century socialism, and compares it with capitalism.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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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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2004 북한정치론 Theories of North Korean Politics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정권성립과정,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권력구조 및 정치체계(주체의 영도체
계), 권력투쟁과 권력승계, 정치권력과 경제개혁의 상관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Studies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in North Korea. Analyzes “Juche” as political 
ideology, “Juche” leadership, North Korean power structure, power struggle, and power succession.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authority and economic reform.

NOR2005 통일환경론 International Relations of Unification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등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

Examines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dismantling the Cold War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a region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NOR2006 북한의 사회와 문화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 나타난 북한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이해

Understand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communi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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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a historical approach, an analysis on the party platform of Korean Workers’ Party, its 
policy changes throughout party conventions, and its role in North Korean politics will be carried 
out. The role of Kim Il Song and Kim Jong Il in North Korea will also be addressed.

NOR2008 북한경제론 North Korean Economy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일반적 특징과 북한의 주체적 경제관리이론을 살펴보고, 북한 경제개발정책의 분
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conomic management between the socialist countries and North 
Korea will be conducted. Also,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development policies will be addressed. 

NOR2009 북한의 사상체계 North Korean Ideology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

Studies the history of “Juche” philosophy as a ruling ideolog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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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s power structures, an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n North Korea b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revisions. Also, evaluates how diverse subordinate laws 
and administration structures correspond with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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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4002 북한외교정책론 North Korean Foreign Policy

북한의 외교정책 및 북한의 수세적 적응외교의 본질이해

Understands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its defensive attitude to the World.  

NOR4003 남북한 교류협력과 사회통합 Inter-Korean Relations

남북한 관계의 변화과정 및 교류협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남북한관계의 변화 방향을 조망

Prospects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y examining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NOR4004 북한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발된 사회주의체제에 관한 연구방법 검토 및 한계 
이해

Examines the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explaining the socialist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more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NOR4005 북한군사안보론 North Korean Military and Security Policy:

북한핵개발과 군사력증강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군축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Evaluates how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military buildup impact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Disarmament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also be addressed.

NOR4006 북한의 지리와 관광 North Korean Geography and Tourism

북한의 자연환경을 위치, 면적, 지형지세, 지질, 토양, 기후, 부존자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주요 명승지
의 실태를 알아보고, 북한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이해

Examines North Korean natural environment, - location, geography, geological features, weather 
and others - finds out scenic spots, and considers how to develop North Korean tourist attractions. 

NOR4007 북한의 문학과 예술 North Korean Arts and Literature

북한의 문학과 영화예술을 중점적으로 이해

Understands North Korean arts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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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anguage and finds out ways of 
standardizing language.

NOR4009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발전방향 및 남북경제
통합의 과정·방안 등을 검토

Understands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prospects for futur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inds out possible ways of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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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4010 북한교육론 Education in North Korea

북한 당국이 정치사회화와 사상교양교육을 체제유지에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를 교육관, 교육제도, 교육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이해

Understands how North Korean authorities use political socialization and education in ideology as 
tools for maintaining their system. An analysis on North Korean educational goals, education 
systems, curriculums will be conducted. 

NOR4011 남북한체제비교론 Comparative Stud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문화, 예술 등의 측면에서 다
각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제3세계의 발전모델로서 남북한의 발전모델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분석

Compares North Korean socialism and South Korean capitalism based o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oints of view. A compar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models of the two Koreas will 
also be carried out.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Study of Re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 Case

베트남, 독일, 예멘 등 분단국가들의 분단과 통합과정을 사례별로 분석해보고 분단국 통일사례 연구를 통해
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해

Understands the history of division and integration of formerly divided nations such as Vietnam, 
German, Yemen and others, and derives lessons from them that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case.

NOR4013 동북아 정치경제론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안보와 군축문제,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에 관한 문제
를 정치적·경제적 접근을 통해 이해

Understands regional political, economic issues in Northeast Asia. The possibilities of arms 
reduction and building an economic community, and other politico-economic topics in the region 
will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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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경제학은 경제행위의 주체인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자원이 희소하다는 제약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또한 그러한 선택이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가를 주된 연구과제로 하여 경제현상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써, 경제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

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현실경제에 응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경제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경제학

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전공) 소개

경제학과는 1947년 정경대학 경제학부로 시작한 이

래 지금까지 정부, 정당, 대학, 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주요 대기업 및 금융권과 같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 중 가장 기초적이고 체계화

된 분야로서, 주어진 제약 하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의 모든 행위가 

기본적으로 제약 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

각한다면, 경제학은 인간생활에서 기본적이고 중요

한 원리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학은 인접한 분야인 경영이나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나 법·제도 등 사회현상의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 체계

를 습득하면 경제현상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현

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자기 분야의 연

구에 유용한 분석시각을 경제학에서 얻을 수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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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특

히, 경제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의 경제문제

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사

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경제학과는 1947년 

정경대학 경제학부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정부, 정

당, 대학, 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주요 대기업 및 금융

권과 같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제학과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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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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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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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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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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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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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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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帝国主義下の朝鮮経済 東京大学出版会,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출판문화원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대 표 논 문

｢식민지기 조선의 소득불평등, 1933-194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Korea’s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11-1940”,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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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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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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
계량경제 실증분석
생산성 연구의 신조류

대 표 논 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 제조업 부문의 기술혁신 투자를 중심으로
노사간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 분석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결정요인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고령자의 창업 및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 분석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비교분석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추동요인 분석
고령자 취업여부와 근무형태 및 직종별 취업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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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논 문
미국의 투자협정과 노동기준
FTA와 국제투자분쟁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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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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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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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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개인연금제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정책자금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성과 분석

대 표 논 문

Can Sanctions Reduce Insider Trading? - The Experience of the US in the 1980s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유럽의 산업자본-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 EU지침서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내 보험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 여부의 설명요인

지 인 엽
전 공 분 야 거시금융
세부연구분야 거시금융
학사학위과정 서강대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거시경제

대 표 논 문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Balanced Growth Hypothesis: Evidence from Australia
배당지급성향과 세율과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
Mean-reversion in International Real Interest Rates
Mean-Reversion in Closed-end Fund Discount: Evidence from Half-life
On timing ability in Australian managed funds
Do country-specific shocks matter? Evidence from Australia and high income countries
The Impact of Asian Crisis on Market Integration: Evidence from East Asian Real Interest Rates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Cross-currency Linkages of the LIBOR-OIS Spreads
Time-varying Financial Stress: Evidence from LIBOR-OIS spreads
Impact of Asian Crisis on the Long-run Relationship of East Asian Real Interest Rate
Real Interest Rate Linkage in Pacific Basi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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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CO2001 경제수학 3 3 0 기초 학사-1 한국어 1
ECO2002 경제통계학 3 3 0 기초 학사-2 한국어 공통
ECO2003 미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한국어, 영어 공통 공통(국제통상)
ECO2004 거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한국어 공통
ECO2005 고급미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한국어 2
ECO2006 고급거시경제학 3 3 0 기초 학사-2 한국어 2
ECO2007 미시경제원론 3 3 0 기초 학사-1 한국어, 영어 공통
ECO2008 거시경제원론 3 3 0 기초 학사-1 한국어 공통
ECO4001 경제발전론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영어 2
ECO4002 경제사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1
ECO4004 계량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공통
ECO4005 국제경제론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1 공통(국제통상)
ECO4006 국제금융론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2 공통(국제통상)
ECO4007 노동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영어 1
ECO4008 법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2
ECO4009 산업조직론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1
ECO4011 인적자본론 3 3 0 전문 학사-3,4 영어 2
ECO4013 재정학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1
ECO4014 정보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1
ECO4016 한국경제사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2
ECO4017 화폐금융론 3 3 0 전문 학사-3,4 영어 2
ECO4019 경제학강독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1
ECO4020 금융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4 영어 1
ECO4021 경제통합론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2
ECO4022 수리경제학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2
ECO4023 금융산업의이해 3 3 0 전문 학사-3,4 한국어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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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원론
경제통계학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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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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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제통상학전공 INT2001 미시경제학 3
국제통상학전공 INT2006 국제무역론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01 국제금융론 3

경영학부 DBA2004 재무관리 3
경영학부 DBA2007 재무회계 3
경영학부 MGT4034 투자론 3
경영학부 MGT4035 선물옵션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ECO2001 경제수학 Mathematics for Economists

수학적 방법을 원용하는 현대경제학의 조류에 따라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필요한 선형대수, 미적분, 
최적화 이론 등을 강의하여 경제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Mathematics is a essential tool in modern Economics. This course deals with such topics as linear 
algebra,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optimization, and other related material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ourses adopting These mathematical tools.

ECO2002 경제통계학 Economic Statistics

계량경제학과 불확실성 및 정보경제학을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통계학을 강의한다.

In this course, we introduc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probability, statistical inference, and 
some basic sets of tools used in mathematical statistics.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 solid 
background for higher-level statistics and/or econometrics courses(This course can be substituted 
by Business Statistics of Management Department.)

ECO2003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각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와 기업의 행태를 최적화의 개념 아래서 고찰하고 다양한 시장조직하에서 어떻게 시
장균형이 성립하게 되는가를 논의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작용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개념과 분석방
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Microeconomics covers topics such as the consumer’s behavior, a firm’s profit maximization and 
features of market equilibrium. Its main objective is to let students learn how to analyze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복수전공트랙

경제원론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
노동경제학
재정학

화폐금융론
산업조직론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재정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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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and firms’ rational behavior under various market situations. It also analyze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various market structures and the meaning of the market equilibrium. By 
studying this subject, students are able to learn the basics of optimal decision-making and 
understand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complicated modern market economy.

ECO2004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국민소득 결정론, 물가론, 고용이론, 이자율 결정론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운영체
제를 고찰하며,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two major macroeconomic phenomena- 
the business cycle and economic growth- and other related ones. Basic macroeconomic models of 
income determination, price adjustment, and economic growth will be taught. Evaluation of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ies will be covered, too.

ECO2005 고급미시경제학 Advanced Microeconomics

이 강좌는 미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응용하여 미시경제학의 주요 토
픽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미시경제학의 최근 이론적  발전을 소개한다.

This course develops deeper knowledge of microeconomics. It covers various topics on industrial 
organization. labor economics. corporate finance, political economy, health economics, urban economics, 
enviromental economics, law and economics, etc. Also, it introduces recent developments in microeconomics.

ECO2006 고급거시경제학 Advanced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 투자, 화폐수요, 국제금융 등의 거시경제학의 개별주제를 심
도있게 다룬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urrent macroeconomic phenomena by apply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macroeconomics to them. It includes introduction of 
macroeconomic models and methodologies of examining the macroeconomic data. Topics may vary, 
depending on the instructor.

ECO2007 미시경제원론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1학년 전공 교과목으로서 기초적 수준의 소비자 및 생산자이론과 시장이론을 학습한다.

It deals with the basic level of microeconomic subjects, such as economic decisions of consumers 
and producers, and their interactions in markets(for freshmen).

ECO2008 거시경제원론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1학년 전공 교과목으로서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이해하고 기초적 수준의 거시경제이론을 학습한다.

It deals with definitions of important macroeconomic variables, e.g., GDP, CPI, inflation, 
unemployment, money, and basic level of macroeconomic theories.

ECO4001 경제발전론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선진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역사적,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술혁신을 비롯한 경제발전의 제 요인을 다양
하게 논의한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후진국 경제발전의 제 문제를 검토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th fundamentals of economic development. It discusses selected 
topics concerning the theory and policy issues of economic development by examining historical 
data of advanced countries with emphasis in the basic factors of development. Also included are 
other issues such as technology, R&D, and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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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4002 경제사 Economic Histor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영위한 경제생활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경제
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가를 이해시킨다. 강의는 서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시대별로 경제제
도와 경제발전과의 관련, 나아가 경제제도 자체의 변천과정 및 그것을 규정한 요인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Survey of economic history of the western world from the Medieval period to World War II, focusing 
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ECO4004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계량경제학은 통계학적,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자료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미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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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료를 분석하는 
기본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Econometrics is the study of analyzing economic data, forecasting future, and testing issues of 
economic theory using statistical methods. The lectures of this course will cover both econometric 
theory and empirical applications regarding classical linear regression models.

ECO4005 국제경제론 Theory of International Economics

재화 용역 및 생산요소의 국가간 무역 또는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방향 및 규모, 교역되는 상품과 요소
의 가격결정체계, 관세와 비관세 정책, 그리고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econom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and services, 
and trade will be included. Also, empirical tests are conducted for main theories learned in the 
classes using statistical/econometrics tools.

ECO4006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외환시장과 국제신용시장, 특히 금융선물의 구조와 자금의 거래체계 및 환율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
여 국제재무관리 기법을 터득하고, 환율과  국제수지, 그리고 통화와 산출, 고용 및 인플레이션간의 인과관계
를 강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tructures and operations of foreign exchange markets, international 
credit markets, and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markets. It includes topics such as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s, determin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s, trading in financial futures 
markets, and internation balance of payments. Empirical studies will be conduct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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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wage, labor market structures, unions, and public policy toward the labor market, 
based upon the microeconom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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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재산권 충돌시의 재산권 보호원칙, 계약위반시의 구제방법,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수준의 유도
방법, 범죄억제정책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legal institution and the society. It introduces 
the Cases theorem on social costs and economically analyzes property law, contract, to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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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Topics that are covered include conflicts of  property rights,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various liability rules for inducing due care policies to avoid accidents, optical deterrence 
of crimes, death penalty, drug abuse, gun control, etc.

ECO4009 산업조직론 Organizaitonal Behavior in Industry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독과점 구조하에서 경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장구조, 기업행동, 
시장성간에 인과관계를 점증적 입증을 통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연구한다. 특히, 기업의 성과가 국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This course studies market structures, business behaviors, performances of markets and policies 
to promote competitive efficiency of industries. Empirical studies will be included. Special focus 
will be on the antitrust law.

ECO4011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투자선택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토대
로 노동이동이나 보건경제학, 교육투자의 수익률 분석, 소득의 인적 분배에 대해 분석한다.

An advanced course in labor market theory, this includes special emphasis on investment theory 
for education, job training, labor mobility and health, based upon cast and benefit analysis. Also 
various statistical methods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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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세, 소비세 및 재산세 등 주요세목을 과세표준과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tructure and incidence of taxation in Korea, effects of taxes on 
incentives and economic efficiency, and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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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
제학은 정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시장 균형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market economy 
which creates uncertainty. Since economic agents seek to get more information in order to reduce 
the risk involved in their decision making, students have to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information. They are the meaning and role of information structure, value of information and the 
impact of asymmetric information, etc.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various types of uncertain maket conditions from a general equilibrium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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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al with processes of Korean economic modernization with emphasis on 
Korean responses to external impacts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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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4017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금융수단 및 금융중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을 고찰하고 화폐수요와 공급, 이자율체계와 관한 기본개념
과 이론을 고찰하고 나아가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및 학파별 경제안정화정책을 금융이론과 연관적으로 연구한다.

This course designed to introduce the structure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the role of 
money and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the economy, and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sector in the determination of macroeconomics variables such as GNP, the price level and 
the interest rate.

ECO4019 경제학강독 Reading Economics

경제학 고전을 비롯한 경제학 관련 주요 저작을 읽고 토론함으로서 경제학의 주요한 논점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한다. 강의는 강독과 토론을 주로 하고 주요 논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
을 글이나 말로서 피력하게 함으로서 의사개진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asks students to read major writings in economics and follow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inking by themselves. After reading the assigned material, students participate in the 
class discussion so that they may develop ability to read critically and present their own thinking 
in various economic issues.

ECO4020 금융경제학 Financial Economics

기존의 미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이해와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파생
금융상품 등의 가격결정이론 등을 강의한다. 본 강의의 주요내용은 금융시장의 분류,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
과정,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이론, 금융시장의 실증분석 등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issues involving money and financial markets. The course is designed 
to equip student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asic workings of the financial markets, financial 
instruments and asset pricing, and that students can gain practical knowledge along with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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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velops an ability to assess the nature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reference to trade, finance and investment. This course also evaluates the role and 
operations of the principal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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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intended for juniors and seniors in economics major. It deals with main topics in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and other areas of economics using rigorous mathematical tools. 
Part of the purposes is to equip students with mathematics used in graduate studies.

ECO4023 금융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Financial Industries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금융산업-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에 대해 화폐금융론과 
같은 거시경제학적 관점이 아닌 기업이론이나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각 산업별 금융회사들의 운
영원리와 수익구조, 위험 등과 산업 내 경쟁환경 및 규제여건 등을 학습한다. 특히 금융회사 취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course discusses the financial industries from the 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It deals with 
management principles, profit structures and risk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each financial 
industry, and competition and regulation issues of financi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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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국제통상학은 국제경제·국제경영·국제상무의 핵

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상, 통상법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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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통상관련 전공 전문지식과 실

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통상 전문 인력의 양성”을 교

육목표로 삼는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

여 학제적 학문으로써의 학문적 특성을 살려 전공체

제를 국제통상·지역연구영역, 국제무역·금융영역, 

국제비지니스·무역실무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분

야별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둔다. 

첫째, 국제통상·해외지역연구의 교육을 통해서 국

제경제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제통상 및 해외지역 경제와 통상에 대한 지식을 배

양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국제통상·해외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국제경제교류 전반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

적으로 이해시키고 국제무역 및 금융의 제 현상을 규

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론적 분

석능력을 갖춘 국제통상·해외지역 전문가 및 국제

비즈니스·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셋째, 국제비지니스·무역에 관한 실무교육을 통하

여 뛰어난 국제 비즈니스와 합리적인 무역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비

지니스·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학과(전공) 소개

지난 30여년동안 국제통상학과는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국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무역학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통상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

적인 상품무역 분야만이 아니라 금융, 유통, 통신 등

의 서비스 분야 외 국제투자와 현지진출 등의 분야에

서도 통상전문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IT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무역 등의 증대로 국제통상

학 분야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국제통상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졸업 후의 진로가 매

우 넓고 다양하다. 세계화와 국제 거래의 주역인 국제

통상전문가, 국제금융딜러,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는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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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학교수, 신문・방송기자, 관세사 등 전문직으

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각

종 고시를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고 국내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되어 있다.

■ 국제통상·해외지역전문가 

  - 민간기업과 정부의 통상정책 및 통상법규관련 

업무 담당

  - 해외지역시장 정보, 정치, 경제, 상관습 관련  

업무 담당

■ 국제비지니스·무역전문인

  - 무역회사의 사이버무역 담당

  - 기업의 국제경영 담당

  - 증권 및 금융의 국제금융 및 외환딜러 담당

  - 관세사, 국제무역사 등 무역관련 전문직

 교수 소개

김 일 중
전 공 분 야 환경 및 자원경제학, 국제무역론
세부연구분야 환경정책, 환경과 무역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미시경제학 국제무역론 환경‧경제 및 통상
대 표 저 서 중소기업의 환경 친화적 경영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대 표 논 문
환경오염 저감비용의 소득계층별 분담
The Korea’s Policy Instruments for Waste Minimization 
환경규제와 독점적 경쟁시장

홍 승 기
전 공 분 야 국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외환. 국제금융론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덴버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덴버대학(교) 국제경제학과(전공) 국제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외환선물거래 국제금융론 거시경제학 경제학원론

대 표 저 서
핵심국제금융론 2010, 형설출판사
교양경제학 2010, 형설출판사
국제통상비즈니스입문 2009, 법문사

대 표 논 문
외환시장압력지수와금융변수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통상연구, 2009.11
국제자본이동이 국가위험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9
국제통신시스템 국제입찰에서의 입찰형태 분석, 통상정보연구, 2005.6

정 창 근
전 공 분 야 무역실무
세부연구분야 국제물류, 인터넷무역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무역학과(전공) 상학사
석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무역실무 국제운송과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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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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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노 성
전 공 분 야 국제경제
세부연구분야 국제협상‧통상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전공) B.Sc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수료)
박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협상론 국제통상론

대 표 저 서
국제협상론, 경문사
국제금융론, 경문사(공저)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와 IMF(공저)

대 표 논 문
한-미 통상협상에서의 균등화 전략요소에 관한 연구(김봉현과 공저)
Adopting a Dual Lens Approach for...in Int’l negotiations,vol,4
Exchange Rate and Pricing To-Market(PTM),Korean Economic Review 外 다수

김 석 태
전 공 분 야 국제경영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영, 리스크관리, 해외투자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문학과(전공) 영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w Orleans MBA학과(전공)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재무관리학과(전공)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해외투자 이론과 실제 무역보험 무역영어 국제재무관리

대 표 저 서
“국제통상비즈니스 입문“, 법문사, 2008.
“국제 무역보험의 이해“, 보명사, 2006.
“국제비즈니스 영어”, 헤르메스, 2005.

대 표 논 문

“Market Microstructure, Informed Trading and Analysts’ Recommendation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997.
“수출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 관리기업과 관리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2006.
“환헤지를 위한 KIKO상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 논집, 2009.

이 재 화
전 공 분 야 국제경제
세부연구분야 국제무역, 개방거시, 계량분석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듀크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무역정책론 무역통계분석 국제무역론 무역학조사방법론

대 표 저 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분석보고서 (공동), 국회예산정책처 (2004)
2003년도 기금결산분석 (공동), 국회예산정책처 (2004)
한미FTA체결에 따른 경기도의 수출진흥시책 개선방안 (공동), 경기개발연구원 (2007)

대 표 논 문

“Trade, FDI, and Productivity Convergence: A Dynamic Panel Data Approach” (단독), Japan and the World 
Economy, 2009 (SSCI)  
“A Dynamic Approach on Consumption Risk Sharing in the Global Economy” (단독), 국제통상연구, 2008 
(학진등재지)
“A Study on Dynamic Behavior of Real Interest Rate Differentials: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단독), Journal of Korea Trade, 2006 (SSCI)

이 학 노
전 공 분 야 국제통상학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제, 국제통상, 경제통합, 통상규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통상규범론 국제지역경제론 한국경제와 통상 한국무역론
대 표 저 서 Organized Interests and Self-Regulation; An Economic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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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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홍 열
전 공 분 야 국제마케팅
세부연구분야 서비스전략, 유통관리, Cross-cultural study, 브랜드 전략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글로벌마케팅 국제경영 고급글로벌마케팅 마케팅원론(석사)

대 표 논 문

A new understanding of satisfaction model in e-repurchase situations (SSCI)
Alternative explanations of business-to-business relationships: a case of web-based companies in South 
Korea (SSCI)
The effects of online shopping attributes on satisfaction-purchase intention link: a longitudinal study (SSCI)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INT2001 미시경제학 3 3 기초 학사2~3년 1
INT2002 전자상거래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1
INT2003 거시경제학 3 3 기초 학사2~3년 1
INT2004 국제무역실무 3 3 기초 학사2~3년 영어 1
INT2005 국제통상론 3 3 기초 학사2~3년 2
INT2006 국제무역론 3 3 기초 학사2~3년 2
INT2007 국제경영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2
INT4001 국제금융론 3 3 전문 학사3~4년 1
INT4002 해외투자의이론과실제 3 3 전문 학사3~4년 1
INT4004 인터넷무역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NT4006 한국경제와통상 3 3 전문 학사3~4년 2
INT4007 무역영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NT4008 국제운송과물류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NT4009 국제무역과마케팅 3 3 전문 학사3~4년 1
INT4010 환경·경제와통상 3 3 전문 학사3~4년 1
INT4012 국제협상의이론과실제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INT4013 무역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INT4014 국제무역보험 3 3 전문 학사3~4년 2
INT4015 외환선물거래 3 3 전문 학사3~4년 2
INT4022 무역통계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2
INT4023 통상규범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NT4024 국제지역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INT4030 글로벌 서비스 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국제경영・
무역실무

국제무역실무
전자상거래입문

➡

국제운송과 물류
국제무역보험

해외투자의 이론과 실제
국제무역과 마케팅

인터넷무역
무역영어

글로벌 서비스 전략

시사중국어(중어중문학)
무역중국어(중어중문학)



290 2015 Course Catalog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제학과 ECO2003 미시경제학 3
경제학과 ECO2004 거시경제학 3
경제학과 ECO4006 국제금융론 3

글로벌무역학전공 TRA4002 글로벌무역과 마케팅 3
글로벌무역학전공 TRA4008 글로벌 마켓 리서치 3

■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교과목 해설

INT20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국제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시장가격원리를 
고찰하고 시장균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강의한다.

Microeconomics studies the economic behaviour of individual consumers, firms, and industries and 
the distribution of total production and income among them. It considers individuals both as 
suppliers of labour and capital and as the ultimate consumers of the final product.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무역이론·
금융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무역론

➡
국제금융론

환경ㆍ경제와 통상
외환ㆍ선물거래
무역정책론
무역통계분석

국제경제론(경제학)
화폐금융론(경제학)
금융경제학(경제학)

국제통상·
지역연구

국제통상론 ➡
한국경제와 통상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통상규범론

국제지역경제론

경제통합론(경제학)
국제기구론(정치외교학)
주변국정치론(정치외교학)

복수전공트랙

국제무역실무
전자상거래입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무역론
국제통상론

➡

국제운송과 물류
국제무역보험

해외투자의 이론과 실제
국제무역과 마케팅

인터넷무역
무역영어
국제금융론

환경ㆍ경제와 통상
외환ㆍ선물거래
한국경제와 통상
무역통계분석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무역정책론
통상규범론

국제지역경제론
글로벌 서비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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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2002 전자상거래입문 Introduction to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초 개념과 용어정리, 거래과정, 기업의 활용 이익 및 어려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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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
거래과정에 관련된 활동으로 공급사슬관리를 살펴본다. 

This course deals with problems and issues on the online transaction of business, featuring linked 
computer systems of the vendor, host, and buyer. Electronic transactions involve the transfer of 
ownership or rights to use a good or service.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business (B2C).

INT2003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각종 거시경제변수들의 결정과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들을 분석한다.

Macroeconomics analyzes the impact of aggregates on national economy and macroeconomic policy 
for economic stabilization.

INT2004 국제무역실무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방식과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수출을 위한 자사 계획과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배우면서 실제 수출입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tudy of how to do exporting and importing business by introducing them 
to the procedures of business contracts, settling the terms of contracts, writing letters of credit, 
preparing insurance documents, and so forth.

INT2005 국제통상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국가간 경제관계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GATT와 WTO의 기능 및 규범,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
국, 일본, EU 등의 통상기구, 제도와 관계법규를 고찰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basic concepts and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commercial policy, balance of 
payments, exchange rate determination and its fluctuation, open economy macroeconomics, and 
trade and growth.

INT2006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국제무역의 기본이론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국제무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에 관한 문제 등을 강의함으로써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 원리를 
이해시킨다.

This course studies the basic concepts of trade theory such as determinants of trade flows, trade 
patterns, gains from trade, and international factor mobility. It also deals with the types of trade 
impediments, their effects on resource allocation and welfare, and possible remedies for reducing 
their distortion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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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vers basic concepts of international business focusing on training students for 
managing international firms. 
It also provides basic knowledge on the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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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4001 국제금융론 Theory of International Finance

글로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이동이 환율, 이자율,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effect of capital movement on exchange rate, interest rate and balance 
of payments in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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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ory and practic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such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nomic struct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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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한 수출
과정을 배워서 Cyber 무역시대를 대비해서 무역업무 능력을 증대시킨다. 

This course examines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computerized commercial transactions through 
the Internet. Provides cas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using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o show how the Internet has changed the foundations of commercial transactions, 
how electronic commerce infrastructure has evolved, and to what extent the electronic commerce 
opportunities can be extended.

INT4006 한국경제와 통상 Korean Economy & Trade

한국경제의 대외지향적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무역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21세게 국내외경제 환경변화
와 관련한 통상정책의 방향과 한국경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problems and iss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s compared with that of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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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provides how to prepare business communication materials by providing them how to 
write letters of credit, prepare bills of lading, and so forth.

INT4008 국제운송과 물류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그 대상과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물류관리의 최신이론과 사례 등을 폭넓게 강의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by 
surveying the development of marine transportation enterprises, the prospects of alternative 
transportation system, and logistics strategies.

INT4009 국제무역과 마케팅 International Trade & Marketing

국제상거래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마케팅활동을 함으로써 수출촉진과 효율적 마케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 features influencing the international marketing 
environment, and provides theories on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market search, sales promotion 
and advertisement, pricing to the market, sales network and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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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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 theories and the issues related to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includes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interface of trade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measure and trade, market access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nvironment, environmental labelling and trade, 
trade measure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4012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기업 또는 정부의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협상의 이론과 원칙 있는 협상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국제협상
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협상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applies game theory and bargaining theory to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negotiations and trade policy determination by inducing them to carry out the negotiation projects.

INT4013 무역정책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본 강의는 일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성격, 정책수단과 경제적 효과, 주요국의 무역정책, 세계무역체제로서 
WTO와WTO통상규범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제 무역의 규범적 측면의 지식과 소양을 배양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

The course is mainly about trade policy, designed to understand what trade policies are, how they 
are used by the nations. and how their use is restrict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More 
importantly this course studies how to use economic modeling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rade 
policies and to quantify these effects.

INT4014 국제무역보험 Marine Insurance and Exporting Insurance

해상보험의 기초개념과 역사배경, 해상보험의 종류, 담보위험과 특수위험, 보상조건, 보험실무 등 해상보험
증권 및 해상법과 수출보험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definitions and the functions of trade insurance within the context of 
various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with emphasis on marine insurance which still plays a 
dominant role in international trade.

INT4015 외환선물거래 The Theory of Foreign Exchange & Financial Futures Trade

외국환시장에서 현물과 선물가격 등의 기초개념을 비롯하여 외국환시장의 기능과 현물 및 선물거래의 실무
적 기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surveys how foreign exchange markets operate, how the exchange rates are 
determined, and how the changes in their rates affect the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T4022 무역통계분석 Analysis of Trade Statistics

통상학전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학습과 현장실무 응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을 도
모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과 관련된 데이타 및 통계를 대상으로 자료 및 통계의 종류, 기본정의, 산출 및 수집 
방법, 기술통계 및 추론통계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을 학습함.

This a fundamental course in data description and general statistical methods with applications to 
trade data and statistics. Content includes analysis of data in terms of overview of trade data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theory, basic aspects of hypothesis testing, and 
estim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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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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studies international trade laws and legal dispute case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WTO, OECD, and UNCTAD etc and studies individual trade laws of major 
countries of USA, EU, Japan, China, and Korea to provide students with practical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resolv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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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과 전망을 공부하고 다른 지역의 경제협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함.

This course studies the current movement and prospect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s 
of North America,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etc and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position of member countries on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genda. Further, we study the 
trend and future prospects of Korea regarding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ffec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of other regions on Korean economy and Korea’s position.

INT4030 글로벌 서비스 전략 Global Service Strategy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제품의 경쟁 수준을 넘어,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점하는데 초점
을 두고있다. 글로벌 서비스 전략에서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틀을 기반으로,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이 강력하게 서비스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가는 실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학습한
다. 또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서비스 컨셉을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highlights the important of services in global economics. The first thing is to 
understand overall concepts of services marketing and apply it to global markets. From this basic 
step, students can understand how services create value for global customers without transfer of 
ownership. Furthermore, they can better understand global service strategy using a variety of 
global cases.



295글로벌무역학

05

사
회
과
학
대
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

글로벌무역학은 국제경제·국제경영·국제상무의 핵

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상, 통상법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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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통상관련 전공 전문지식과 실

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무역 전문 인력의 양성”을 교

육목표로 삼는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

여 학제적 학문으로써의 학문적 특성을 살려 전공체

제를 국제통상·지역연구영역, 국제무역·금융영역, 

국제비지니스·무역실무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분

야별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둔다. 

첫째, 국제통상·해외지역연구의 교육을 통해서 국

제경제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제통상 및 해외지역 경제와 통상에 대한 지식을 배

양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국제통상·해외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국제경제교류 전반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

적으로 이해시키고 국제무역 및 금융의 제 현상을 규

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론적 분

석능력을 갖춘 국제통상·해외지역 전문가 및 국제

비즈니스·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셋째, 국제비지니스·무역에 관한 실무교육을 통하

여 뛰어난 국제 비즈니스와 합리적인 무역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비

지니스·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학과(전공) 소개

지난 30여년동안 국제통상학부 글로벌 무역학과는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글로벌인으로 성

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활발

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무역학의 체계적인 발전에

도 기여하였다. 특히 글로벌 무역학과는 한국의 여러 

대학들 중 최상위대학으로 도약 하였으며, 향후 10년 

내 한국의 최고 학과로 도약하기 위해 학과교수, 재학

생,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통상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

적인 상품무역 분야만이 아니라 금융, 유통, 통신 등

의 서비스 분야 외 국제투자와 현지진출 등의 분야에

서도 통상전문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IT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무역 등의 증대로 국제통상

학 분야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국제통상학부 글로벌무역학전공
Global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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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글로벌 무역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졸업 후의 진로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세계화와 국제 거래의 주역인 

국제통상전문가, 국제금융딜러, 다국적 기업의 경영

자는 물론 대학교수, 신문·방송기자, 관세사 등 전

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각종 고시를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고 

국내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되어 있다.

■ 국제통상·해외지역전문가 

  - 민간기업과 정부의 통상정책 및 통상법규관련 

업무 담당

  - 해외지역시장 정보, 정치, 경제, 상관습 관련  

업무 담당

■ 국제비지니스·무역전문인

  - 무역회사의 사이버무역 담당

  - 기업의 국제경영 담당

  - 증권 및 금융의 국제금융 및 외환딜러 담당

  - 관세사, 국제무역사 등 무역관련 전문직

■ 글로벌 무역기업 창업 및 컨설팅 전문인

  - 무역업 창업

  - 글로벌 기업진단 및 컨설팅 자문 전문직

 교수 소개

김 일 중
전 공 분 야 환경 및 자원경제학, 국제무역론
세부연구분야 환경정책, 환경과 무역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미시경제학 국제무역론 환경·경제 및 통상
대 표 저 서 중소기업의 환경 친화적 경영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대 표 논 문
환경오염 저감비용의 소득계층별 분담
The Korea’s Policy Instruments for Waste Minimization 
환경규제와 독점적 경쟁시장

홍 승 기
전 공 분 야 국제경제학
세부연구분야 외환. 국제금융론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덴버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덴버대학(교) 국제경제학과(전공) 국제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외환선물거래 국제금융론 거시경제학 경제학원론

대 표 저 서
핵심국제금융론 2010,형설출판사
교양경제학 2010, 형설출판사
국제통상비즈니스입문 2009, 법문사

대 표 논 문
외환시장압력지수와금융변수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통상연구, 2009.11
국제자본이동이 국가위험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9
국제통신시스템 국제입찰에서의 입찰형태 분석, 통상정보연구, 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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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창 근
전 공 분 야 무역실무
세부연구분야 국제물류, 인터넷무역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무역학과(전공) 상학사
석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무역실무 국제운송과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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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노 성
전 공 분 야 국제경제
세부연구분야 국제협상·통상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전공) B.Sc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수료)
박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협상론 국제통상론

대 표 저 서
국제협상론, 경문사
국제금융론, 경문사(공저)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와 IMF(공저)

대 표 논 문
한-미 통상협상에서의 균등화 전략요소에 관한 연구(김봉현과 공저)
Adopting a Dual Lens Approach for...in Int’l negotiations,vol,4
Exchange Rate and Pricing To-Market(PTM),Korean Economic Review 外 다수

김 석 태
전 공 분 야 국제경영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영, 리스크관리, 해외투자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문학과(전공) 영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w Orleans MBA학과(전공)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재무관리학과(전공)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해외투자 이론과 실제 무역보험 무역영어 국제재무관리

대 표 저 서
“국제통상비즈니스 입문“, 법문사, 2008.
“국제 무역보험의 이해“, 보명사, 2006.
“국제비즈니스 영어”, 헤르메스, 2005.

대 표 논 문

“Market Microstructure, Informed Trading and Analysts’ Recommendation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997.
“수출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 관리기업과 관리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2006.
“환헤지를 위한 KIKO상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 논집, 2009.

이 재 화
전 공 분 야 국제경제
세부연구분야 국제무역, 개방거시, 계량분석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듀크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무역정책론 무역통계분석 국제무역론 무역학조사방법론

대 표 저 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분석보고서 (공동), 국회예산정책처 (2004)
2003년도 기금결산분석 (공동), 국회예산정책처 (2004)
한미FTA체결에 따른 경기도의 수출진흥시책 개선방안 (공동), 경기개발연구원 (2007)

대 표 논 문

“Trade, FDI, and Productivity Convergence: A Dynamic Panel Data Approach” (단독), Japan and the World 
Economy, 2009 (SSCI)  
“A Dynamic Approach on Consumption Risk Sharing in the Global Economy” (단독), 국제통상연구, 2008 
(학진등재지)
“A Study on Dynamic Behavior of Real Interest Rate Differentials: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단독), Journal of Korea Trade, 2006 (S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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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 노
전 공 분 야 국제통상학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제, 국제통상, 경제통합, 통상규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전공)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통상규범론 국제지역경제론 한국경제와 통상 한국무역론
대 표 저 서 Organized Interests and Self-Regulation; An Economic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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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홍 열
전 공 분 야 국제마케팅
세부연구분야 서비스전략, 유통관리, Cross-cultural study, 브랜드 전략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글로벌마케팅 국제경영 고급글로벌마케팅 마케팅원론(석사)

대 표 논 문

A new understanding of satisfaction model in e-repurchase situations (SSCI)
Alternative explanations of business-to-business relationships: a case of web-based companies in South 
Korea (SSCI)
The effects of online shopping attributes on satisfaction-purchase intention link: a longitudinal study (SSCI)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TRA2001 경제학원론 3 3 기초 학사1년 1
TRA2002 국제경영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TRA2003 국제통상개론 3 3 기초 학사1년 2
TRA2004 다국적기업입문 3 3 기초 학사1년 2
TRA2005 회계원리 3 3 기초 학사2-3년 1
TRA2006 무역통계연습 3 3 기초 학사2-3년 1
TRA4001 글로벌물류관리론 3 3 전문 학사2-3년 1
TRA4002 글로벌무역과 마케팅 3 3 전문 학사2-3년 1
TRA4003 글로벌 무역실무 3 3 전문 학사2-3년 1
TRA4004 글로벌 e-business 전략 3 3 전문 학사2-3년 1
TRA4005 글로벌수출입전략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06 글로벌 투자이론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07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08 글로벌 마켓리서치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09 무역창업실무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10 국제기업재무관리 3 3 전문 학사2-3년 2

글로벌 산업전략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국제금융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무역리스크 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산업통상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국제통상기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국제분쟁과 협상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1
글로벌리더십 3 3 전문 학사3-4년 1
글로벌서비스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2
글로벌 파생상품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2
글로벌 통상실무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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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아태지역통상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글로벌 자원개발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무역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구미지역통상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고급무역창업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남미지역통상론 3 3 전문 학사3-4년 1
혁신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3 3 전문 학사3-4년 1
글로벌 소비자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무역 창업컨설팅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국제컨벤션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글로벌 브랜드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국제개발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국제경영・
무역실무

국제경영입문
다국적기업입문

➡

글로벌 물류관리론
글로벌무역과 마케팅

글로벌 e-business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마켓리서치
글로벌리더십

글로벌 서비스전략
글로벌 브랜드관리론
국제컨벤션관리론

글로벌 소비자관리론
국제분쟁과 협상전략

글로벌무역실무
무역창업실무

시사중국어(중어중문학)
무역중국어(중어중문학)

무역이론・
금융

경제학원론 ➡

국제금융이론
글로벌무역실무
무역창업실무

글로벌 투자이론
국제기업재무관리
무역리스크관리론

글로벌 파생상품전략
무역창업컨설팅론

국제경제론(경제학)
화폐금융론(경제학)
금융경제학(경제학)

국제통상・
지역연구

국제통상원론 ➡

글로벌수출입전략
글로벌산업전략론
국제통상기구론
글로벌통상실무
아태지역통상론

글로벌 자원개발론
무역정책론

구미지역통상론
남미지역통상론
국제개발론

경제통합론(경제학)
국제기구론(정치외교학)
주변국정치론(정치외교학)

복수전공트랙
경제학원론
국제경영입문
국제통상원론

➡

글로벌무역과 마케팅
글로벌 마켓리서치

글로벌리더십
글로벌 서비스전략
글로벌 브랜드관리론

국제금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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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제통상학전공 INT4001 국제금융론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09 국제무역과마케팅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12 국제협상의이론과실재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13 무역정책론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14 국제무역보험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24 국제지역경제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교과목 해설

TRA2001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원론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살아 숨쉬는 경제 이론들을 폭넓게 소개하는 경제학의 기본
입문 과목이다.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현실 경제의 사례를 폭넓게 학습하여, 경제 활동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이슈를 이론적인 토대위에 학습한다.

From the course, students are likely to find interesting about the economy (particularly if you are 
studying economics for the first time), including real-life scenarios, useful facts, and the many 
ways economic concepts play a role in the decisions you make every day. 

TRA2002 국제경영입문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최신 경향을 대학에서 처음 국제경영학을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두고 강의한다. 특히 지식이나 새로운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응용력을 배양시킨다.

As many issues in international business are complex, the course focuses on the pros and cons of 
economic theories, government policies, business strategies, organizational structures, etc, from 
the entry level. In particular, this course is practical in nature and focuses on the managerial 
implications of each topic on the actual practice of international business.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글로벌무역실무
무역창업실무

글로벌 투자이론
국제기업재무관리
글로벌산업전략론
글로벌통상실무

글로벌 자원개발론
무역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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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2003 국제통상개론 Introduction to Theo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국제통상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입문 과정이다. 국가간 경제관계의 기본원리의 체계를 학습하
고, 주요 국제협정 및 교역대상국, 통상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and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etc.

TRA2004 다국적기업입문 Introduc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제기업의 다국적화 동기를 시작으로 다국적 기업의 이론적 고찰, 세계의 다국적 기업을 소개하고 21세기 
한국 다국적 기업의 전망과 진로를 학습한다.

Cross-border investment is a key driver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a key driver of productivity growth. This course focuses on a comprehensive and informed 
evaluation of the role of multinationals from the entry level of business.

TRA2005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학의 기본 개념, 기능 및 장부조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회계정보를 창출하는 원리와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한 전반적인 회계처리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challenging accounting concepts with examples that are familiar to students. 
It will make students a more efficient learner and are designed to prepare you for a business world.

TRA2006 무역통계연습 Statistical Practice in Trade

무역관련 현실문제에서 통계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핵심 이슈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all the latest advances, as well as more established methods, in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and optimization methods within modern industry. 

TRA4001 글로벌물류관리론 Global Logistics Management

글로벌 기업 물류의 통합, 공급체계 과정 관리를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임무, 공정 및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통합 
로지스틱스, 고객 서비스 ,글로벌 로지스틱스, 수요예측, 창고관리, 로지스틱스 시스템 설계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global logistics, by surveying the development 
of marine or air transportation enterprises, the prospects of alternative transportation system, and 
logistics strategies.

TRA4002 글로벌무역과 마케팅 Global Trade and Marketing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중, 특히 마케팅 관련 핵심개념과 마케팅 믹스를 활용한 전략적인 
이슈애 대한 응용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a comprehensive, classic principles text organized around an innovative 
customer-value framework. Students learn how to create customer value, target the correct 
market, and build customer relationships from a global perspective. 

TRA4003 글로벌 무역실무 Global Trade Practices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방식과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수출을 위한 자사 계획과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학습하면서 실제 수출입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special topics of how to do exporting and importing business by introducing 
them to the procedures of business contracts, settling the terms of contracts, writing letters of 
credit, preparing insurance documents, and so forth.



302 2015 Course Catalog

TRA4004 글로벌 e-business 전략 Global e-business strategy

현대와 같은 e-비지니스 혁명시대에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뛰어난 전략이다. 이 과목에서는 
e-비지니스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 부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e-business and 
e-commerce strategies with a variety of business cases. 

TRA4005 글로벌수출입전략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과정에서 특히 수출과 수입에 초점을 둔 전략적 수출입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프로세
스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ollowing: how to comply with complex regulations, monitor 
transactions, maintain accurate records and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stiff fines. Students also 
learn about the cost management of how to handle every transaction from start to finish with no 
costly mistakes or delays.

TRA4006 글로벌 투자이론 Theory of Foreign Investment

해외지역에 대한 실문투자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해외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이론과 기법을 학습
하여 현지 응용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theory and practices on global investment such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nomic struct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portpolio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decision-making.

TRA4007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
이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모형을 설명하고 개인·집단·조직 수준의 커뮤
니케이션, 취업서류 및 취업면접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for success in today’s digital workplace as well as tips 
on job searching skills. It explains the basics of communicating in the workplace, working in teams, 
how to being a good listener and understanding business etiquette. Students study and practice the 
skills and activities involved in the writing process including the appropriate use of social media, 
preparing formal reports and proposals as well as informal business reports.

TRA4008 글로벌 마켓리서치 Global Market Research

해외시장조사의 개념과 절차를 학습하며, 특히 시장조사를 위한 분석 방법론을 학습한다. 수출마케팅, 표본 
설계,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시장조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에 초점을 두고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a practical introduction to market research tools, approaches and issues. 
From planning and executing a project through to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the findings, the 
course explains how to use tools and methods effectively and obtain the most reliable results.

TRA4009 무역창업실무 Trade Inauguration Operation

무역창업실무는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창업에서부터 매매계약체결, 인터넷무역, 계약이행 과정시 주의사
항, 선적, 대금결제방법, 운송업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수출입 업무의 이행과 이에 따라 갖추어야 할 각종 
무역서식과 무역실무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is for students looking to set up a small international trade firm, and focuses on the 
necessary areas and implements that have to be considered. In particular, students will ge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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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ight from experts and practicing entrepreneurs, all offering common-sense approaches and 
solutions to a wide range of challenges.

TRA4010 국제기업재무관리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기업의 국제화와 효율적인 환위험의 제거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환율의 결정과 환위험의 이해, 그리고 외환시장
과 국제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학습한다. 더불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외환 및 금리위험의 관리방법
을 소개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의 환율·통화정책과 기업의 국제화전략 수립에 관한 이론적 바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offers thorough coverag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climate and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Additionally, the course offers keen insight on global capital markets, 
equity markets, and bond markets, as well as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and how to 
forecast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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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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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적 

방법은 새롭게 인식된 인간행위와 사회현상들을 객

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한

다. 사회학의 탐구 대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주변의 삶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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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의 세부전공영역을 선택하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사회학은 기초

학문지향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

과학 자체가 사회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분석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에 ‘응용분야’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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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인 정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론과 사회학 이

론의 훈련을 받으며, 이런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학적 상상력과 통찰력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분석

하며, 분석의 결과를 글과 말로 조리있게 표현한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2) 주어진 자료

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 분류, 분석할 수 있으며 

(3)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4) 국제적인 안목

과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를 발휘할 것으로 기

대된다.

■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1. 기획과 조사분석 능력 : 정계, 신문 및 방송사, 조

사기관, 광고, 출판문화업계 등에서 뛰어난 시각

과 조직력, 그리고 탁월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

획, 조사, 분석 연구를 담당할 능력.

2. 정확한 정책개발 능력 :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 여성, 청소년, 가족, 인구,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

3.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 : 국제화, 전문화, 

정보화, 고령화, 다문화화 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

서 기업과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효과적

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사항

1. 종합적 현실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학 이론 : 

비판사회학, 사회학의역사, 마르크스·베버·뒤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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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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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사회학 이론들은 

과거, 현재, 미래 사회의 변화방향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

게 한다.

2. 과제의 정확한 인식 : 한국사회론, 정치사회학, 

문화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직업사회학, 계급

과 불평등, 종교사회학, 특수사회학, 다문화사회

실습 등.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이후에 요구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나 영역에 대한 정확하

고 체계적인 인식의 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틀이 마련되지 못하면 그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 또한 불가능하다. 위에 예시한 여러 

사회학 전공 선택 과목들의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

은 해당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세련된 인식틀을 갖

추게 된다.

3.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 사회학의이해, 사회

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사회조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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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방법은 체계적인 연구와 엄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과 수행의 기본 토대

가 되고 있다.

4.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 한국사회론, 인구와가족, 

사회정책, 고령화사회론 등.

사회당면과제의 정확한 인식은 그 해결책의 제시

로 이어져야 한다. 위의 과목들은 사회를 구성하

는 여러 주체들이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를 구

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5. 미래 예측과 대응 : 정보사회의이해, 사회변동론, 

비교사회학, 고령화사회론, 다문화사회실습 등.

사회학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

하는 성격을 지닌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와 고령화현상을 역사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사회변동론과 다양한 국가와 지

역 간 비교연구를 강조하는 비교론적 관점에서 접

근하여 그 추이를 전망할 능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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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틀에 위와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의 신생이론까지 접

목시켜 미시·거시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종합이론을 

도출해내고 한국적 자생이론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사회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첫째 사회에 대한 총체

적 인식과 종합적 현실파악을 가능케 하며, 둘째 비판

적인 문제 설정과 과제의 정확한 인식과 분석 틀을 

제공하며, 셋째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과학적인 분석

에 대한 역량을 기르고, 넷째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

측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대

상, 폭넓은 방법론과 시각을 익힌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사회진출 영역 또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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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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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방범정책 입안 및 시행

  ⑧ 시민운동전문가 : 시민단체(NGO)의 운영과 정

책방안 기획 (환경, 여성 문제 포함)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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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학 제26집(겨울).
2001.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학: 분업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집 5호.
2010. “2010년의 한국사회학: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제44집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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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 표 논 문

2013. “지표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4(3): 79-114.
2013. “Home ownership and fall-related outcomes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13(4): 867-873.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2013. “International Coresidence as a Family Strategy in Economy Crisis”. 한국사회학 47(3): 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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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론 비판사회학 정보사회론 다문화사회실습

대 표 저 서
2007. 정보사회이론(조동기 역). 나남.
2008. 기로에 선 중산층(한국사회학회 공저). 인간사랑.
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대 표 논 문
2014. “사이버공간의 사회적 신호이론과 온라인 집단이주”. 사회연구.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2009.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사회인구학적 상관요인에 대한 공간분석”.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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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용
전 공 분 야 사회복지학
세부연구분야 복지사회학, 지역사회복지, 비영리조직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Georgia 비영리조직학과 비영리조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Georgia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담 당 과 목 사회복지의이해 사회정책

대 표 저 서
2013. 한국의 나눔문화와 복지사회. 집문당.
2013. 화합사회를 위한 복지. 나남출판사.

대 표 논 문
2014. “서울시 소지역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 : 지역박탈에 대한 재해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3.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 소비주의 나눔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3. “지역사회 불평등과 자녀 교육투자 – 근린사회 효과(Neighborhood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김 상 문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사회연결망, 세계화와 발전, 기술과 사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사회과학방법론

대 표 논 문

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 Social Network 
Approach. Social Forces, 81(2): 445-468
2011. The Diffusion of the Internet: Trend and Causes. Social Science Research,  40(2): 602-613
2013. Structural Embeddedness, Uncertainty and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4(2): 124-143.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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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2007 사회학의역사 3 3 기초 학사1-2년 2
SOC2008 사회조사방법 3 1 2 기초 학사1-2년 2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2
SOC2010 한국사회론 3 3 기초 학사1-2년 2
SOC2012 사이버공간론 3 3 기초 학사1-2년 2
SOC4001 마르크스·베버·뒤르켐 3 3 전문 학사3-4년 1
SOC4002 계급과불평등 3 3 전문 학사3-4년 1
SOC4003 사회통계 3 1 2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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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4010 영상사회학 3 1 2 전문 학사3-4년 1
SOC4011 사회조사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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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2
SOC4015 다문화사회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2
SOC4016 정보사회론 3 1 2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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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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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베버·뒤르켐
고령화사회론

시민사회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정치사회학

➡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다문화사회실습

정보사회의이해
비판사회학
종교사회학

마르크스·베버·뒤르켐

정보사회 전문가

사회학의이해
사회학의역사
사회조사방법
사회과학방법론
정보사회의이해

➡
사회변동론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계급과불평등
직업사회학

비판사회학
문화사회학
비교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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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신문방송학전공 COS4028 미디어심리학 3
정치외교학전공 POL4057 한국정치론(캡스톤디자인) 3
정치외교학전공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3

법학과 LAW4047 법사회학 3
북한학전공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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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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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ological Inquiry was introduced into the major to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introductory 
courses and more advanced courses in sociology. The course will explore the nature of the discipline, 
discuss the role sociology plays in the larger society, consider the predominant theories and methods 
used in the field, develop skills that will need for a successful academic career as a sociology major.

SOC2003 사회과학방법론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인간은 다양하고 인간들이 모여 구성하는 사회도 다양하다. 또한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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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principles of conducting, understanding and critically 
evaluating research？important components in understanding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research articles, conceptualizing the study of human behavior, and designing studies. Students 
will learn about reliability, validity, assessment, ethics and study design, and will be introduced 
to statistical techniques. Students will also get experience generating their own research ideas.

SOC2004 정치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21세기를 맞아 안으로는 민족통일의 문제가, 밖으로는 소수 민족문제가 첨예한 사회학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족, 민족주의, 민족국가의 문제와 함께 기존의 정치사회학의 관심사인 정치제도와 과정을 사회학적
으로 접근하고 분석한다.

This course examines political processes,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man using sociological 
methods, and analyzes necessary political changes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SOC2005 인구와 가족 Population and Family

인간사회의 기초는 인간이며 이들 인간이 모여 인구를 구성한다. 따라서 인구의 양과 질에 대한 이해는 사회
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 즉 인구의 재생산이 필요
한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장치가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최근 인구와 가족(예를 들어, 저출산
과 이혼증가)에서 심대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인구와 가족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
과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ield of demography, which examines the growth and characteristics of 
human populations. It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our knowledge of three fundamental population 
processes: fertility, mortality, and migration. We cover marriage, cohabitation, marital disruption, 
aging, and population and environment. In each case we examine historical trends. We also discuss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cent trends in population growth, as well as the current demographic 
situation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OC2006 비판사회학 Critical Sociology

이 과목은 사회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시도한다. 계급불
평등, 국가, 도시와 일상생활, 가족과 성, 세계화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을 사회학적 시각으로 바라
보는 훈련을 통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문화적인 비교를 통해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구체적인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용해 보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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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xamines society critically, drawing from the core concepts in sociology. It explores 
selected issues in the contemporary research and theory with a commitment to social and economic 
justice. Attention will focus especially on the questions of inequalities in class, state, family and 
gender, globalization.

SOC2007 사회학의 역사 History of Sociology

사회학의 학문적 정립과 발전과정을 논의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의 대표적인 고전 사회학자들을 중심
으로 그들의 주요 저술과 이론, 그들 간의 공통관심사와 쟁점 등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현재의 학문적 위치를 
조명해 본다.

Analyzes the intellectu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origins of sociology from the sixteenth 
century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America. This course also examines the 
development of sociology as an academic discipline.

SOC2008 사회조사방법 Survey Research Methodology

사회조사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을 함양하고 사회조사를 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이는 연구 질문, 가설설정, 표본추출, 측정도구작성 등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고려사항
을 이해한다. 또한 기존의 논문들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사회조사를 이용한 논문의 글쓰기 기초를 배운다.

This course discusses various methods in doing survey research and teaches how to minimize errors 
which may take place in doing a survey.

SOC2009 문화사회학 Sociology of Cultural Studies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사회와 문화의 관계를 조명한다. 문화를 단지 의미의 상징
에 국한하지 않고 기록된 문화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투쟁
의 장’으로서 문화를 접근한다. 지식, 종교, 과학, 예술, 미디어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조직, 계층 등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분석을 시도한다. 

The course examines major trend of cultural studies. Since the early 1970s, the sociology of culture 
has been virtually “reinvented”. The course is concerned with the “new” sociology of culture which is 
not a field per se; rather it consists of a number of distinct and independent subfields such as science, 
knowledge, religion, media, popular culture, and the arts as well as culturally oriented approaches 
to, for example, history, politics, organization, stratifica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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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main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knowledge to the study 
of post-war Korean society. This will be achieved by considering some of the main problems which 
are considered to affect that society.

SOC2012 사이버공간론 Sociology of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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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베버·뒤르켐 Classical Sociological Theories

현대사회학이론의 형성,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삼대(三大) 고전사회학자-마르크스와 
베버 그리고 뒤르켐-의 주요한 사회학적 사상을 엄밀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고전 저작들의 현실적
합성과 유용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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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s and contributions of three most influential classical sociologists to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i. e. K. Marx, M. Weber, E. Durkheim, are examined in detail. What are their 
uses and relevancies to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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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presents a general introduction to social stratification theory and research. As such, 
the aim is for extensive coverage of the field rather than intensive treatment of a few selected 
topics. The major areas of consideration include : ⑴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class; 
⑵ social stratification in Korean society ; ⑶ study of power structures; ⑷ class differences in life 
styles and life chances; and ⑸ social mobility.

SOC4003 사회통계 Social Statistics

사회적 사실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 사회통계는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사회학에서 다루는 모든 통계자료의 
처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실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asic tools in statistical inference, such as, hypothesis test and 
central limit theorem, and understand several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analysis of variance,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rough practical exercises.

SOC4004 사회변동론 Social Change

사회변동의 원인과 방향을 고전 사회학이론과 현대사회학적 접근들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
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회변동의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것들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
들을 논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develop their own idea about the meaning of social change. 
For this purpose, theories about technology and social movement are studied in relation to social 
changes, and issues about information society are discussed as an example of current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4005 비교사회학 Comparative Studies in Sociology

오늘날 ‘전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컬어지는 사회변동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회들을 미시적 수
준이 아닌 거시적 수준에서, 변수위주가 아닌 사례위주로 비교해 보면서 사회학적 시야와 통찰력을 넓히는데 
주력한다.

The course deals with comparative methods in the analysis of social structure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main sociological schools on the issue. It emphasizes the analysis in terms of modes of 
production and systems of domination and will examine briefly some of the majo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oth within and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societies.

SOC4006 산업노동사회학 Sociology of Labor and Industries

한국사회의 산업과 노동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사관계와 관련 사회제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
고, 구체적인 산업 혹은 기업수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과 노동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ories of production processes, production organizations, labor relations, and 
labor markets. It would examine structures of Korean industries and economy using thes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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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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론
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복지를 둘러싼 논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This course explore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and policies in relation to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The main topics are public social welfare program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poverty,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It also explores comparative welfare regimes, welfare 
mix in provision, and the structur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distribution of welfare.

SOC4008 현대사회학 이론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기능론, 갈등론, 교환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 주요한 현대사회학 이론들을 각 학파와 쟁점별로 연구함으로
써, 사회의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틀을 이해한다.

Gives an overview of such major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as 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exchange theory, symbolic interactionism. How can one understand the linkage between 
micro-level individual action and macro-level soc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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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use of videos and films as a social science research 
tool. The course will combine lectures, slide and film viewing, readings and discussion on visual 
sociological research and on documentary videos and films. This course will also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conduct field-work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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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보고서를 작성한다. 

The goal for each student is to find a research question to guide his or her overall research design. 
The course walks students through the steps involved in survey research: finding funding, writing 
a grant proposal, sampling, questionnaire design, coding, cleaning, and data analysis.

SOC4012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종교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구조와 변동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주요 주제들로 나누
어 고찰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의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relig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religious ritual, belief, 
group and social change. Can religion survive in this post-modern society?

SOC4013 고령화 사회론 Sociology of Aging

개인들의 노령화과정은 보편적이나 인구집단의 고령화현상은 인류역사상 최근의 일이다. 한국은 현재 고령
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 강좌
는 인구고령화의 원인, 전개과정, 향후 추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개인들의 노령화과정이 주어진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전개되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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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a study of aging and the position of the aged in society. It draws on the most recent 
thinking and research in the topics such as: social status and participation of older individuals in 
modern societies, demographic trends and consequences; family ties; age stratification; retirement; 
health care; death and dying.

SOC4014 특수사회학 Special Topics in Sociology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사회학내의 세부전공 분류표에 의하면 약 40~50가지의 분야로 나뉜다. 그 중 우리 학
과가 전공 선택과목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강좌 수는 20여개 정도이다. 이 과목에서는 나머지 20~30가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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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
사의 담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마다 바뀌는 다양한 전공강의를 제공하여 본 학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을 최대화한다.

A seminar on topics shaped by the interests of students and instructor. Topics may include 
environmental sociolog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social statistics, mass media 
and social power, feminist theory, the sociology of disability, etc.

SOC4015 다문화사회실습 Field Research for Multicultural Studies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쟁점을 사례분석과 현장연구를 통해 탐구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의 배양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주요 개념 및 쟁점, 한국사회의 
주요 소수자 집단의 현황과 특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문화적 표상과 다문화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적 요인, 소수자 집단의 인간발전과 다문화주의의 과제와 전망 등의 쟁점을 탐구한다.  

This course seeks to an in-depth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by 
investigating various multicultural issues and problems through case study and field research.

SOC4016 정보사회론 Sociology of Information Society

새로우누 정보통신기술(NICT)의 발달을 주목하면서 기수, 개인,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와 그에 관련
된 다양한 쟁점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조명한다. 정보기술과 사회변동, 정보 불평등 정보통제와 전자감시, 정
보기술과 세계화, 정보기술과 탈근대주의 등의 쟁점을 한국사회의 구체적 사혜를 활용하여 탐구하며, 이를 
통해 현대 정보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시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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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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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성하며 나아가 전공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으로 활

동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장래의 한국 언

론, 미디어산업,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 인

재를 양성한다.

 학과(전공) 소개

신문방송학과는 1995년에 신설되어, 1998년에 광역

단위모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1999년에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2007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

되었다.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이 서로 융합하고, 새로운 미디

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방송

학과(전공)는 이러한 언론의 가치를 곰곰이 살펴보

고, 새로운 미디어와 사회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문방송학과(전공)에서는 

사회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언론계에 나아갈 수 있

는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언론계, 정보·문

화산업계에 요구되는 능력 및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신문방송학 전공 학생들의 

예상 진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신문기자, 방송국PD, 출판편집자 등의 매스컴 관련 

진출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통신산업, 광고홍보 대

행사, 이벤트사 등 다양한 관리직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신문방송학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은 학문발전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신문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CTS제작

방법과 전자 신문 체제를 도입하고, 방송은 유선방송

과 위성방송 등을 이용하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돌

입하고 있으며, VOD나 인터넷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

이션 미디어의 보급은 현대사회의 면모를 일신해 가

고 있다. 사회와 관련 산업계의 신문방송학 전공 졸업

생들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으며 신문방송학 전

공 학생들의 예상 진로도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신문기자 방송국 PD 출판편집자 등 종래의 매스컴 

분야 뿐 아니라 인터넷, 정보통신산업, 광고홍보 대

행사, 이벤트사 등 정보산업·문화산업의 전문직 관

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전공은 전통적인 신문방

송학의 이론들을 교육하는 한편으로 인터넷 등 새로

운 미디어의 제작기술이나 수용형태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고자한다.

사회·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전공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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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1. 기초능력 : 언론계 및 정보·문화 산업계 진출 희

망자 공통

  1) 사회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2) 읽기와 쓰기 : 여러 매체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

  3) 해당과목 : 학부공통과목, 신문방송학전공의 개

론과목 및 매스컴문장연습

2. 언론계 진출 희망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소양

  1) 취재보도능력 <해당과목 : 취재보도 관련 전공

과목>

  2) 사회·언론현상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해

당과목 : 정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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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매스컴연구방법론, 매스

컴사회통계학 등> 

  2)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실무능력 <해당과목 

: 포토저널리즘 등>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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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기획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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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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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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매체와커뮤니케이션 문화와커뮤니케이션
대 표 저 서 테크놀로지와 낭만주의

대 표 논 문
통신과 방송 융합 현상에 대한 규제 제도 비교 연구 
자크 에륄의 테크닉과 그의 커뮤니케이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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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ㆍ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다 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 전파에 관한 연구
대학생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투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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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학연습 방송제작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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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시사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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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컴퓨터인터액션 매스컴이론 미디어시사영어 신문방송학입문

대 표 논 문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송제작자들의 디지털포비아(Digitalphobi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05

사
회
과
학
대
학

317신문방송학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OS2001 신문방송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COS2004 저널리즘론 3 3 기초 학사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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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2012 신문보도편집론 3 3 기초 학사2년 2
COS2013 방송제작입문 3 2 2 기초 학사2년 1
COS2015 디지털매체와 커뮤니케이션 3 3 기초 학사2년 2
COS4002 인간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03 매스컴연구방법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05 P.R론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13 방송학연습 3 1 4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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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4028 미디어심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OS4033 매스컴사회통계학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34 조직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35 스피치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36 커뮤니케이션전략론 3 3 전문 학사3,4년 2
COS4037 포토저널리즘 3 2 2 전문 학사3,4년 1
COS4038 휴먼·컴퓨터인터액션 3 3 전문 학사3,4년 1
COS4039 고급기사작성연습 3 1 4 전문 학사3,4년 2
COS4040 미디어시사영어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OS4041 PR기획과 캠페인 3 3 2 전문 학사3,4년 1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언론사 진출
(기자프로듀서)

신문방송학입문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매스컴문장연습
신문보도편집론
방송제작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방송학연습

인간커뮤니케이션

촬영조명실기 
편집실기
제작기획론
영화연출실기
영화제작실기

일반기업

신문방송학입문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PR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설득과 캠페인

조직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전략론

미디어심리학

광고전략입문
크리에이티브입문

광고심리학
광고기획
홍보전략론
카피라이팅

광고캠페인사례
광고효과분석

정보문화산업
관리직

신문방송학입문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매스컴사회통계학

정보사회의 이해
사회통계 문화사회학

경제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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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회학전공 SOC2003 사회과학방법론 3
사회학전공 SOC4003 사회통계 3
광고홍보학과 ADV4015 PR캠페인사례연구 3
광고홍보학과 ADV4003 홍보전략론 3
광고홍보학과 ADV4004 홍보제작론 3
광고홍보학과 ADV2004 프로모션개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교과목 해설

COS2001 신문방송학입문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s and Journalism

신문방송학과의 신입생들에게 학과의 교육목표와 전공학문분야의 특강 및 최근 연구경향을 소개하는 과목으
로, 학과의 교과과정의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국내외의 학문경향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학습목표로 한다. 
진행방법으로는 담당교수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별로 준비하되, team-teaching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며, 학
과내 전임교수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특강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pecial lectures on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major fields 
of this department. The course aims to make sure that new students understand the course of this 
department and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trends of major fields.

COS2004 저널리즘론 Introduction to Journalism

언론학 전문 분야의 핵심 과목으로 매스컴 전반에 걸친 언론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근대 사회를 실현시
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언론 자유의 이념적 배경과 근대 및 현대 언론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인 이해를 높이는데 학습 목표를 둔다. 이와 함께 언론의 경제적,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고 올바른 언론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communication phenomena in relation to mass media. The 
course attempts to provide systematical understanding of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of freedom of speech. The course also explores the economical and ethical 
aspects of mass media and the ways of establishing desirable mass media.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매스컴이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포토저널리즘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

영상사회학
사회변동론

산업조직사회학
사회정책론

복수전공자

방송학개론
매스컴이론
저널리즘론

신문방송학입문
스피치커뮤니케이션

➡

PR론
미디어산업론

매스컴연구방법론
조직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
특수미디어론

광고전략입문
광고캠페인사례
사회정책론
제작실기론
카피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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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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to the cultural, social, legal, business and career aspects of the broadcasting &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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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형 단어, 구문 등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practical experience in news writing and reporting. The conten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practice of basic writing techniques and the words paragraphs of news 
styles. The course eventually attempts to have students learn how to produce correct and faithful 
news for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OS2008 커뮤니케이션사 History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과정이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의한다. 커
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미친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끼친 영
향 등을 분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the developing processes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ir 
influence on social structures. The course aims to make students analyze and understand the 
changes i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ir influence on communication contents and 
ultimately on our lives.

COS2009 매스컴이론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매스컴이론 전문분야의 핵심과목으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 매스커뮤니케이션현상을 체
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신문방송학내의 이론연구업적들을 검토, 정리함을 학습목표로 한다. 진행방법은 
담당교수의 이론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이론생산을 위한 방법론적 시각을 동시에 제공하며, 학생들의 수업참
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재의 비판적 해독과 강의시간내의 적극적인 토론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
교수는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 이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증하는 방법론상의 기술을 소
개하는데 주력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ystematical understanding of mass communication phenomena. 
The conten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ories and achievenents in mass communication studies, 
debates around them, and methodological techniques to verify them.

COS2012 신문보도편집론 Newspaper Reporting and Editing

이 강좌는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정리하는 편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소규모의 신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process of writing and editing news in newspapers. The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practical experience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news through 
actually producing a small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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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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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practical experience in the production of radio programming. The 
course aims to assist students to learn basic techniques for producing radio programs and practice 
various radio genres, such as music program, talk program, or documentary.

COS2015 디지털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Digital Media and Communication

매체의 디지털화로 인해 네트워크 기반의 호환성과 이동성이 제고되면서 흩어져 있던 정보와 콘텐츠 이외에 
사람 간의 연결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종적인 장르 간의 혼종, 감각의 확장, 물리적 공간과 디지
털 공간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다. 본 과목의 목적은 융합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We are living in the era of digital. Digitalization of media blurs the boundary of each media. Due 
to the digitalization of media, convertibility and mobility which are based on the network have been 
facilitated. Therefore, the vector of connection between people as well as between used-to-be 
scattered information and contents has been drastically accelerated. We have witnessed the 
hybridization of different genres, the extension of human senses, and the co-existence of physical 
and digital space.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explore the mode of communication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resulting in the deep understanding of digital society and culture. 

COS4002 인간커뮤니케이션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
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메시지의 생성, 산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make students understand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e conten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ommunication, the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the changes of this process according to communication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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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한 다음 연구방법의 유형별로 도서관 서베이법, 연사적 연구방법, 내용분석연구방법, 조사연구방법, 실험연
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여 실제로 연구에 응용하고 또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scientific research methods such as library research, content 
analysis, network analysis, network analysis, social surveys, and experiments. The content of the 
course focuses on purposes and goals, procedures and designs, data gathering, and data analyses 
of mass communi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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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버 홍보 등의 특징 및 사례를 검토한다.

This course is and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s. The content of the course consists of the 
definitions, areas, characteristics, social roles, procedures (planning, survey, and management), 
creative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of public relations. The course also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publicity, sponsorship, events, visual public relations, print public 
relations, and cyber public relations.



05

사
회
과
학
대
학

321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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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 실습을 병행한다.

Principles of investigative reporting as applied to television and radio news.

COS4015 정치커뮤니케이션 Political Communication

정치시스템, 정치과정의 유지와 변화의 메커니즘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망한다. 이를 위해
서 정치적 메시지의 내용, 정치적 태도 변용,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형태와 커뮤니케이션의 상호관계, 정
부와 언론의 관계, 정치사회화 등의 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와 정치의 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정치광고, 정치토론, 사이버정치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maintenance and change of political systems and political procedures 
from the view of communication. The conten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theories in relation to the 
content of political messages, the change of political attitud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olling 
styles of voters and communi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media. The course also 
examines the phenomena and problems of political commercials, political debates, and cyber politics.

COS4018 미디어산업론 Studies on Media Industry

한국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산업의 경제, 경영, 법제, 운용 등을 학습한다. 미디어 산
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제시한다.

This course if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media industry of Korea, critically estimate 
the role of media industry in society, and envision the role of media industry for public good in society.

COS4020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Studies on Mass Culture and Communication

문화이론 및 문화연구의 시점에서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고찰하며, 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을 습득
한다. 특히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이와 함께 민족문화권의 형성, 이
질적 문화의 교류, 문화 변동 등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각 단위에서 일어나는 마찰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various communication phenomena from the view of cultural 
studies. The conten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concepts for understanding culture, the cultural 
and economical structures of popular cultures,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on the formation of 
ethnic culture, the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cultural changes.

COS4024 설득과 캠페인 Persuasion & Campaign

인간의 신념,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설득 및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탐구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과학분야와 커뮤니케이션 분야, 그리고 수사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연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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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과 논리적 증거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How to develop a campaign proposal to meet a client’s business objectives and how to pitch it.

COS4028 미디어심리학 Media Psychology

미디어가 개인의 인지, 감정, 태도, 의사결정 등의 심리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
의를 학습한다.. 또한 미디어 수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 이론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The literature related to psychological processing and the effects of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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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4033 매스컴사회통계학 Social Statistics of Mass Communication

인간사회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
방법론이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을 중심으
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Conceptual and practical concerns underlying commonly used quantitative approaches, including 
experimental, survey, content analysis, and field research in communication.

COS4034 조직커뮤니케이션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기업조직상황에서의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의 분위기, 공식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 커뮤니케이
션 관리 그리고 관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평가와 아울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업조직상황에
서 리더십이 형성되고 발휘되는 조건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Role of communication in organizations, the types of problems arising, and approaches to their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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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 features influencing the international marketing 
environment, and provides theories on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market search, sales promotion 
and advertisement, pricing to the market, sales network and logistics.

COS4036 커뮤니케이션전략론 Communication Strategies

PR 또는 캠페인의 기획과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학습한다. 구체적으
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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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issues abou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cation strategies.

COS4037 포토저널리즘  Photo  Journalism

보도사진의 기초이론과 실무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보도사진은 저
널리즘의 하부분야가 아니라 독립적인 직업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건, 환경, 시사 등의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보도사진가의 양성을 위한 과목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t students learn about the basic theories of photo journalism and 
how to collect, edit, and present news material for publication that creates images in order to tell 
a news story. This course will teach students to ask current issue-related questions, write, 
photograph, shoot design, and edit for online, and print media.

COS4038 휴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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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에서는 HCI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이론적 개념을 배우고, 게임 및 가상현실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상호작용적 설계, 유저 인터페이
스(User Interface)의 사용성(usability)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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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 with a basic knowledge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as a distinct discipline and to investigate specific issues involving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d 
user interface design.

COS4039 고급기사작성연습 Advanced Media Writing Lab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수준의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
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사의 아이템 발굴, 기사작성의 기본틀 설정방법, 인터뷰 등 기사작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전문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For students who would be journalists in press and broadcasting areas, this course intended to 
teach how to actually write articles or features, set up the basic frameworks for them, and 
interview with sources. With this course, students will have good opportunities to develop a variety 
of journalistic capacities.

COS4040 미디어 시사영어 English on Media in the Contemporary Age

글로벌시대의대중 매체를이해하기위해서는영어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필수적이다. 이 과목은영어권의대
중 매체를보다정확하고심층적으로이해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영미권의 다양한 매체들(신문,방송,
영화,광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과목을통해학생들은신문방송학전공자로서의
자질을고양시킬수있는영어권대중 매체에대한생생한경험과더불어,글로벌 시대의기본이되는영어듣
기,읽기,그리고 회화능력을개선하게될것이다.

This course has a goal to acquaint the upper-level college student with various types of media 
contents in the contemporary English-language nations, by reviewing news articles, visual and 
audio texts.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practical usage of English in Journalism and 
MassMedia. The focal point will be on improving your capability to analyze English media contents 
and explain in detail your opinions in English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s.

COS4041 PR기획과 캠페인 PR Planning & Campaign

본 강좌는 PR기획 및 캠페인의 실무를 이해하고 경험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PR이론에 기초하여 PR기획과 
캠페인의 실행과정을 학습한다. PR기획의 국내외 사례를 공부하고, 기획을 시도한다. 또한 기획서를 만들고 
구체적 실행을 연습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what PR planning and campaign are about and to 
experience what PR planners are doing. Based on PR-related theories, this course offers 
know-hows about PR planning and campaign process. Thus, students can participate in the 
planning and presentation of their projects as well as case studies and propos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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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본 학과의 교육내용은 크게 경찰학과 범죄학분야로 

나뉜다. 경찰학은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기획을 

비롯하여 최신 수사기법, 프로파일링, 각 국의 경찰

제도, 민간경비 등과 같이 경찰행정과 관련된 학문을 

말하며,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 범죄의 현상, 범죄의 

대책, 범죄자 교정, 관련 형사사법정책 효과성 등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목표는 이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제반

학문에 대한 진리탐구와 지도자적 인격함양을 목표

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분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학과(전공) 소개

본 학과는 196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이래, 

최근까지 수많은 전문학자를 비롯하여 경찰간부와 

형사사법부서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 동안 

졸업동문들은 각급 형사사법기관에서 중책을 맡으면

서,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졸업생들이 매년 사법, 행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고

위공직자로서 각 부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학 및 범죄학 분야에 대한 학문수요와 아울러, 

점증하는 치안수요로 경찰행정학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추세를 반영하여 전공과목에 경찰학, 

범죄학, 범죄심리, 과학수사, 산업보안에 이르기까

지 형사사법 전 분야에 걸친 과목을 개설하였다.

재학생들은 형사사법분야의 심도있는 전문이론을 연

마하고, 경찰관서, 교정시설 등 실무부서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적 역량도 함께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형사사법분야 전공학과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교수, 재학생 그리고 졸업동문들이 힘을 모

아 시대적 상황과 학문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학문연구 경향은 경찰행정에의 신경영기법 

도입,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경찰업무의 적정 배분과 민영화

(Privatization), 경찰의 이미지 제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자적 수사권의 보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통일 후의 경찰통합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범죄학분야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 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연구와 범죄자의 사회복

귀와 재범방지, 범죄피해자 원호지원 등이 주로 연구

되고 있으며 외국의 최신 이론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

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

호실, 군수사기관 등 국가 중추기관은 물론 사회 각 

경찰행정학과
Poli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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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사법시험을 합

격한 후 법조계로 진출하거나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고위 행정 관료로 진출하기도 한다. 또한 학계에 진출

하여 전국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으로 진출

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방간부직, 교정직, 출입국

관리직, 검찰수사직 등 형사사법기관에 다수가 진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으로 

취업을 하는 인원도 있으며, 금융권 보안업무 관련 

직종에도 진출하는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동문들이 

진출하고 있다.

 교수 소개

이 윤 호
전 공 분 야 범죄학 & 경찰학 & 피해자학
세부연구분야 범죄학이론,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교정이론, 피해자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석사학위과정 Michigan State Univ. Crimnal Justice 범죄학석사
박사학위과정 Michigan State Univ. 형사사법 & 범죄학 범죄학박사
담 당 과 목 범죄학개론 범죄학특강 피해자학 교정학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박영사, 2011
범죄학, 박영사, 2007
피해자학,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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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경찰학개론 비교경찰제도론 경찰조직관리 민간경비론

대 표 저 서
경찰조직론, 박영사, 2013.
경찰학개론(전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접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2010. 8. 25), 169-186쪽.
“지역 특성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미치는 영향,”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통권 제24호(제10권 제3호ㆍ2010. 12. 
1), 105-130쪽.
“지역경찰의 근무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맞춤형 유연근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2
호(제20권 제1호ㆍ2011. 3. 31), 289-330쪽.

임  준  태
전 공 분 야 경찰학
세부연구분야 범죄예방
학사학위과정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법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형사법전공 법학박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 법과대학(교) 경찰학·범죄학(전공) 법학박사(Dr. jur)
담 당 과 목 법과학세미나 범죄수사론 경찰행정법 경찰정책론

대 표 저 서
법과학과 범죄수사, 21세기사, 2007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대 표 논 문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연쇄강력범죄수사 - 한국법과학회, 2005.
독일정보기관의 직무영역과 법적토대에 관한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1호, 2010.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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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대 경
전 공 분 야 사회학 전공
세부연구분야 범죄학 전공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하와이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박사
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폭력범죄론 소년비행론 경찰인사행정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제2판), 청목출판사, 2010
청소년비행론(제3판), 청목출판사, 2013
범죄학연구방법론, 센게이지, 2009

대 표 논 문

국내·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ol.19 , 2009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9, 2010

선진 시큐리티 테크놀러지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ol.24, 2010

이 창 한
전 공 분 야 경찰학
세부연구분야 경찰정책, 형사사법정책, 범죄대책, 범죄심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담 당 과 목 경찰학방법론 경찰정책론 피해자학 경찰활동의측정과평가

대 표 저 서
신 범죄학형사정책, 박영사, 2012
경찰학, 박영사, 2013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자료분석, PNC미디어, 2014

대 표 논 문

“Attitudes Toward Women, Rape Myths, and Rape Perceptions Among Male Police Officer in South Korea”,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12
대통령선거의 치안안전공약 분석,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3호, 2012
치안안전공약과 당선경쟁력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35권, 2012

조 윤 오
전 공 분 야 범죄학
세부연구분야 교정, 피해자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Graduate Center,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riminology Ph.D. Criminology
담 당 과 목 경찰학방법론 범죄예방론 형사사법실무특강 범죄통계론

대 표 저 서
피해자학, 그린, 2011
범죄학, 그린, 2011
형사사법연구방법론, 그린, 2013

대 표 논 문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violent Behaviors of Female Juveniles,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9
A study on the Community Correction Models for Sex Offenders, The Association of Criminology, 2009
A study on the Housing Support Model for Homeless probationers,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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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OA2011 무술 2 1 2 기초 학사1~2년 1
POA2012 경찰조직관리 3 3 기초 학사1~2년 1 세미나
POA2014 경찰과사회 3 3 기초 학사1~2년 1
POA2015 경찰학방법론 3 3 기초 학사1~2년 1
POA2028 형사사법기초영어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1 세미나
POA2021 경찰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POA2022 체포술 2 1 2 기초 학사1~2년 2
POA2023 범죄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POA2024 경찰인사행정 3 3 기초 학사1~2년 2
POA2026 범죄예방론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POA2029 경찰체육실습1 3 3 기초 학사1~2년 1
POA2030 경찰체육실습2 3 3 기초 학사1~2년 2
POA4011 범죄심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OA4012 피해자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OA4013 민간경비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OA4015 교정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OA4016 범죄수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OA4021 범죄학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POA4022 경찰윤리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23 소년비행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세미나
POA4024 국가정보학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25 비교경찰제도론 3 3 전문 학사3~4년 2 팀티칭
POA4026 경찰행정학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27 경찰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OA4028 법과학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29 신종범죄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OA4030 폭력범죄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OA4031 범죄통계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OA4033 산업보안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35 형사사법실무특강 2 2 전문 학사3~4년 2 팀티칭, 멘토
POA4037 경찰행정법 3 3 전문 학사3~4년 2
POA4038 현장실습 2 2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A트랙
무술, 경찰조직관리, 

경찰과사회, 경찰학개론, 
체포술, 경찰인사행정, 

➡
경찰행정법, 범죄수사론, 
경찰윤리, 비교경찰제도론, 

경찰행정학특강 

B트랙

사회병리학, 범죄학개론, 
범죄예방론, 

형사사법기초영어, 
형사사법실무특강 

➡
범죄심리학, 교정학, 

범죄학특강, 소년비행론, 
국가정보학, 피해자학

C트랙 ➡
D트랙 ➡

복수전공트랙
무술, 경찰조직관리, 

경찰과사회, 경찰학개론, 
체포술, 경찰인사행정

➡
범죄수사론, 경찰행정법, 
경찰윤리, 비교경찰제도론, 

경찰행정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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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법학과 LAW2026 형법총론1 3
법학과 LAW2027 형법총론2 3
법학과 LAW2019 형법각론 3
법학과 LAW4001 형사소송법 3
법학과 LAW2003 민법총칙1 3
법학과 LAW2004 민법총칙2 3
법학과 LAW4013 형사정책 3
법학과 LAW2039 헌법총론 3
법학과 LAW2020 행정법1 3
법학과 LAW2029 행정법2 3

■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 형법총론1, 2·민법총칙 1, 2·행정법1, 2는 각각 최대 3학점까지 인정 가능.

 교과목 해설

POA2011 무술  Defensive Tactics 

경찰관의 직무 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의 유지, 신체의 단련, 정신 및 인격의 도야
를 목적으로 하여 개개인으로 하여금 훌륭한 직무수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student who aims to be police officer with proper training. It 
helps them to keep healthy in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And provides the practical ability to 
protect oneself by repeating martial arts. 
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martial arts training to students aiming to become police officers. 
It helps them to maintain mental and physical fitness, and acquire practical self defense skills.

POA2012 경찰조직관리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경찰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
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o understand what is the police organization and its role, this class aims for studying the 
environment, size, techniques and structure of the police organization as a determining factor that 
provide the form of police. 
This class aims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role of police organizations through determinant 
factors of organizational form such as the environment, size, techniques and structures.

POA2014 경찰과 사회  Police and Society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정립과 운용방법 및 중요성의 인식, 경찰의 역할과 각종역할과 책임, 상호작용, 경찰
기능의 향상, 바람직한 관계개선에 대한 저해요인과 제거방법 등을 탐구한다.

This class studies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police and the community 
and desirable police-communi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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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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lass provides learning of research methods such as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criminal justi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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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검토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police Ssience. Therefore, it covers basic 
concepts, problems, and policies of the police system.

POA2022 체포술 Arrest Tactics

경찰관의 임무수행,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필요한 신체의 단련과 인격의 도야를 꾀함과 동시에 범인체포상의 
특수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aims to train students on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necessary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and also acquire special skills in arresting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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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lass studies the various causes and theories of crime, and also explores the complicated 
phenomena of crime today.

POA2024 경찰인사행정 Police personnel management

경찰행정에 있어서 교육훈련, 보직관리, 인사평정, 징계, 보수, 승진, 사기관리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
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This class studies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such as morale, motivation and 
the recruitment selection process.

POA2026 범죄예방론 Theory of Crime Prevention

경찰의 방범활동, 외근순찰활동, 풍속사범 및 각종 영업단속, 특수물건의 취급 및 단속, 경범죄처벌법, 경찰
관집무집행법상의 각종조치, 소년경찰 등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터득하고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을 기른다.

This class consists of three major components:(1) the relation between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2) the prevention of victimization, and (3) the causes of crime and the solution to 
reduce it.

POA2028 형사사법기초영어 Basic English in Criminal Justice

본 강좌는 형사사법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 영어 표현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외국인 범죄 증가
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등 전공분야의 영어 활용 능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바, 본 강좌를 통해 예비 형사사법 전문가의 기본 영어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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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ims at improving the basic English skill of investigating the suspect and helping 
victims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will provide students with fundamental communication 
ability of English that can be useful to solv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POA2029 경찰체육실습1 Police Physical Training Ⅰ

경찰관으로써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을 함양하고 건강의 유지, 체
력 단련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POA2030 경찰체육실습2 Police Physical Training Ⅰ

경찰관으로써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을 함양하고 건강의 유지, 체
력 단련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POA4011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비행동기에 관한 각종이론, 범죄자의 심리, 검사, 범죄자 행동유형에 관한 고전 및 현대이론의 사례연구, 정
신분석학의 도입,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공격성의 메커니즘, 비행잠재성의 예측 등 범죄심리분야의 전반에 
걸쳐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area of psychology and law research on forensic psychology. 
Contents are as follows. The accuracy of witness statements, polygraph, hypnosis,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sibility and mental disorders, psychology in trials, sentencing, and overall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POA4012 피해자학 Victimology

피해자학의 발흥, 피해자의 책임, 범죄발생에서 피해자의 방어, 피해자의 형사사법제도, 피해자보상제도 등
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he interactions between 
victim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that is, the police and courts, and corrections officials ？ 
and the connections between victims and other social group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media, 
businesses, and socia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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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체
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Recogniz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is class studies the concept 
of private security and introduces laws relevant to private security.

POA4015 교정학 Introduction to Correction

범죄자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로서 교정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음.

This class studies the concept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comparative analysis among foreign 
countries, the actual circumstances of Korean correction systems.

POA4016 범죄수사론 Theory of Criminal Investigation

법률적 사실(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수사활동의 본질과 과학적 수사방법과 범죄유형별 수사사례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향후 범죄수사 분야에 종사하게 될 수강생들에게 현장능력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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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is to enhance the investigative skill and theoretical knowledge base in diverse fields of 
forensic investigation. The course gain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cientific principles, 
procedures, technologies and Researches the fact which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is general.

POA4021 범죄학특강 Seminar in Criminology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상의 파악을 위한 범죄현상론, 범죄의 실상을 파악
한 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단을 알아보는 범죄원인론, 진단된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전을 제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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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
해자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범죄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위하여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쟁점사항
에 대해 논의한다.

This class studies the various causes and theories of crime, and also explores the complicated 
phenomena of crime today.

POA4022 경찰윤리 Police Ethics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여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과 부패하지 않는 경찰
윤리를 학습한다.

As a service provider for all the citizen, this class provides the basic concepts of police ethics and 
studies on issues of police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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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lass studies the phenomena, causes and appropriate measures of juvenile delinquenc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POA4024 국가정보학 National Intelligence Management

위험의 사전예방적 기능으로서 정보경찰의 역할, 대상, 임무, 정보수집 및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갖
추고, 경찰정보의 활용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is class improves the understanding of intelligence on national security and studies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ce agency and intelligence operations.

POA4025 비교경찰제도론 Theory of Comparative Police System

비교경찰제도의 역사와 이론 및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들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이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제도분석에 적용하며, 각국의 경찰제도의 이해를 통하여 한국경찰제도의 운용과 발전에 참고로 활용케 
한다.

This class compares police systems between states that adopt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the continental Civil Law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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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lass explores important and essential subjects of the role of police in modern society and seek 
insight on poli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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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4027 경찰정책론 Police Policy and Administration

경찰정책은 경찰행정의 주요행동지침과 중요한 결정 및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작용의 본질이
자 경찰행정의 기본 직무인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법집행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하여, 경찰은 시민
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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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policy provides with a guideline and the process of deciding what the police should do and 
how they work for their society. The essential missions of the policing are to keep public safety, 
order-maintenance, and effective crime prevention in the modern society. This course is intended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context of polic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basic goals,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police resources, professionalization, crime control, assessment of police 
activity, police discretion and its legal issues, and so on.

POA4028 법과학세미나  CSI and Forensic Science Seminar

법과학은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을 응용한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과
학적 수사기법이 강조되고 있는 바, 형사사건 및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과학적 지식이 수사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강좌에서는 전공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수사에 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
하여, 현장에 유류된 생물학적 증거(혈흔, DNA)를 통하여 사건관계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법생물
학,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법의병리학, 프로파일링, 법의곤충학, 법인류학, 지문학, 흔
적증거분석 기법 그리고 수사실패사례 등을 학습토록 한다.

Forensic science is the application of a broad spectrum of sciences in order to answer questions of 
the legal system. Recently, scientific evidences gathered on the crime scen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riminal court. Thus, forensic science techniques are more frequently applie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dvanced skills for students who have interest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law enforcement. In this course, various  issues related with forensic 
science, forensic biology, forensic pathology, psychological profiling, forensic anthropology, finger 
prints, forensic ballistics, tool mark analysis, and unresolved criminal case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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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와 관련 법규들을 모두 포함한다. 인터넷 범죄가 가진 특징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범죄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
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The course will examine the evolu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relative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In doing so, it will include following areas: on-line crime trends and technology, new 
conduct criminalized in cyber-space, forensic analysis of digital evidence(on-line investigative 
techniques), relevant laws governing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s in cyber-space, and the 
implications of cyber crime upon traditional crime preven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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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론, 그리고 심리학적 요인과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살인, 강간, 폭력, 강도에 대해 범죄학적 이해를 넓힌다.

This course aims at exploring democratic characteristics of violence offenders. The processes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will be deep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urrent criminological theory 
and practice. The nature, theory, psychology and history of violent behavior will also be analyzed 
through a study of crimes of violence including homicide, rape, assault, and rob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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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4031 범죄통계론 Statistics in Criminal Justice

본 강좌는 범죄학 분야에서 필요한 통계지식과 통계와 관련된 형사정책 이슈들을 다루는 수업이다. 이 수업
을 통해 학생들은 유용한 통계지식을 획득하고 복잡한 인간행동, 사회문제, 형사정책 실무의 문제점들을 보
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업의 근본 목표는 범죄학 분야에서 다뤄야 하는 기초 통계 지식을 쌓아 
형사정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mphasize the basic uses and issues of statistics in the research of criminal 
justice. This will provide students with an accessible but sophisticated knowledge of statistics that 
can be employed to examine complicated human behaviors, social problems, and real-life criminal 
justice proble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enhance the statistic capacity to utilize 
knowledgeable statistic information that students will come across in various research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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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과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all-pervasive crime prevention techniques of asset protection, 
colossal loss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for industrial organizations. Multi-faceted threats 
and dangers to the industrial security and corporate world have increased many folds from 
international terrorism, strikes, sabotage, espionage, subversion, cyber and white collar crime. In 
this context,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useful knowledge and policy implication of 
protecting corporate, industry and business.

POA4035 형사사법 실무특강 Special Lecture Series in Criminal justice

본 강좌는 형사사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하여 현안이 되는 범죄문제 쟁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식 위주의 수업을 탈피하여, 경찰, 소방, 국정원, 경호실, 민간기업, 보안
업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릴레이식 강의를 통해 형사사법 실무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offer special lectures by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who have 
extensive hands-on working experience. Students will improv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current issues of criminal justice through the lecture series.

POA4037 경찰행정법 Police Administration Law

경찰의 개념, 경찰제도, 경찰의 종류,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의 이해와 실무에 적용
하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POA4038 현장실습 Field Training

형사사법기관에서의 현장학습과 체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상의 조화로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졸업 후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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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경제·사회적 제 현상 문

제와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학습하

여 식품산업의 잠재된 경제·사회적 기능을 활성화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된 식품의 수요공급이란 국민 

경제적 과제와 함께 식품벤처산업 개발 및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기업 

경영자를 양성한다. 

■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식품 생산·가공·분배 및 유통과 소비부문에서 요

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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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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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적 

연구 등 식품산업과 관련한 제 분야의 시스템개발에 

중점을 둔다.

 학과(전공) 소개

■ 연혁

1960.2. 농림대학 농림경제학과 창설

1980.3.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1994.9.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경제학과

2001.3.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2004.3.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2008.3. 생명과학대학(바이오시스템대학) 식품산업 

시스템전공

2010.3. 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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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화 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첨단기술에 의하여 생

산·가공·유통 및 분배가 체계적인 푸드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직적 기술진보를 통한 농업관련 

산업, 특히 식품가공 및 유통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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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관리학과
Food Industrial Management



05

사
회
과
학
대
학

335식품산업관리학

 진로 및 취업분야

본 학과 전공학생들은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 경영자

와 관리자 그리고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1) 경영자 : 일반 민간기업 및 농·식품기업 생산분야 

경영자, 유통분야 경영자 

최종목표 : 전문경영자 

2) 관리자 : 일반 민간기업 및 농·식품기업, 공공기

관의 사무 관련직 

최종목표 : 관리책임자 

3) 전문직 : 조사/분석 전문가(경영, 정책, 연구소, 교

육 및 언론기관 등)·환경농업영향평가사(생산 및 

소비자 단체, 연구원 및 공공기관)·지역경제 및 산

업개발 (지역자치단체, 시민단체)·식품마케팅전

략개발(식품제조 및 가공업, 식품생산자단체)·식

품물류매니저(식품자공산업체, 물류업)·식품산업

정보매니저(식품벤처산업체, Information Provider 

산업)·기업경영컨설팅 (식품산업 및 관련기관, 생

산자 단체, 연구소, 농업관련연구소)

 교수 소개

윤 성 이
전 공 분 야 식품환경
세부연구분야 자원순환시스템, 바이오에너지, 환경성평가, 식품안전성관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쓰쿠바대학교 환경과학과 환경과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경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지속가능시스템 식품환경경영론 환경성평가방법론 식품안전관리론
대 표 저 서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표준모델 개발

대 표 논 문
녹색성장을위한 농업부문의 바이오매스자원의 활용방안, 농어촌과환경 NO.102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방안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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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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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시스템에관한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2008.9.
(공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식품유통학회, 2009.9
주요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2009.9

황 재 현
전 공 분 야 식품경영
세부연구분야 식품경영, 식품정책, 외식산업, 식품안전제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큐슈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큐슈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담 당 과 목
식품경영학 식품거시경제학 식품산업경영분석론

외식산업경영세미나 애그리비지니스 식품산업경영실습
대 표 저 서 유기농업 실천농가경영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대 표 논 문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시장 현황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009
일본 도시근교지역 농지유동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식품정책학회지, 2007
농촌관광마을 체험객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영향요인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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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FIS2004 식품경제의이해 3 3 기초 학사1년 1

FIS2030 한국경제의 이해 3 3 기초 학사1년 1

FIS2031 식품산업의 이해 3 3 기초 학사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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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2023 식품거시경제론 3 3 기초 학사2~3년 2

FIS2026 식품환경경영론 3 3 기초 학사2~3년 2

FIS2027 식품유통론 3 3 기초 학사2~3년 2

FIS2028 푸드시스템론 3 3 기초 학사2~3년 1

FIS2029 조사및통계처리PC실습 3 1 4 기초 학사2~3년 2

FIS4017 식품경영전략세미나 3 1 4 전문 학사3~4년 2 세미나

FIS4019 식품계량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FIS4020 식품마케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21 식품물류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22 식품산업경영분석론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23 식품산업경영실습 3 1 4 전문 학사3~4년 1 현장학습

FIS4035 협동조합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FIS4038 식품안전경영시스템 3 1 4 전문 학사3~4년 1 현장학습

FIS4039 식품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2

FIS4041 외식산업경영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FIS4042 식품산업조직론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FIS4043 식품안전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FIS4044 식품산업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46 환경성평가방법론 3 3 전문 학사3~4년 1

FIS4047 식품브랜드마케팅론 3 3 전문 학사3~4년 2

FIS4048 애그리비즈니스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세미나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지역식품산업시스템
관련분야

식품경제의이해
식품경제원론
식품경영학

➡
식품산업경영실습
식품브랜드마케팅론
식품산업조직론

경제원론(경제학과)
경제통계학(경제학과)
미시경제학(경제학과)
거시경제학(경제학과)

식품산업환경 및 
안전관련분야

식품경제의이해
식품경제원론
지속가능시스템
식품환경경영론

조사및통계처리 PC실습

➡
식품경영전략세미나
환경성평가방법론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식품안전관리론

경영전략(경영학부)
재무회계(경영학부)

재무제표분석(경영학부)

식품유통 및 마케팅 
관련분야

식품경제의이해
식품경제원론
푸드시스템론
식품유통론
식품경영학

➡
식품마케팅론
식품정책론

식품물류관리론
협동조합론

마케팅원론(경영학부)
유통관리(경영학부)
재무관리(경영학부)
금융경제학(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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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제학과 ECO2003 미시경제학 3
경제학과 ECO2004 거시경제학 3
경제학과 ECO4004 계량경제학 3
경제학과 ECO4009 산업조직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FIS2004 식품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Food Economics

농·식품 및 식품 관련 산업에서 나타나는 생산 및 소비 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경제적 제 문제
와 식품수급의 흐름과 상호관계, 푸드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품산업 시스템과 기본경제이론을 학습하
며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소비자 및 생산자 균형이론,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이론 등의 경제적 요인 및 특성
을 비교·학습한다.

Understanding in Food Economics makes a comparison and studies economic character and factor 
of a balanced theory of productive element market and   producer and consumer, changes of food 
consumption pattern, also studies basic economy theory and comprehensive food industry system 
on food system,  mutual relation and flow of food supply and demand, economic problems that 
result in economic activiti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subject showed in agri-food and 
food-related industry.

FIS2005 식품경제원론 Introduction to Food Economics

국민경제에 있어서 식품경제 및 식품 관련산업의 역할과 특수성을 파악, 분석할 수 있는 경제 및 구조정책적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국민소득론, 국민경제 순환론, 산업연관 모델 등에 대한 거시적 경제이론을 토대
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Food Economics studies economy and strutural-political theory that can analyze 
and understand particularity ,rules of relating food industry and food economics in the nation’s 
economy. Especially it studies political theory for development of food industry based on 
microeconomics about national income, national economy circulation, models of relating industry.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식품경영
관련분야

식품경제의 이해
식품경제원론
식품경영학

식품산업경제학

➡
식품산업경영실습
식품산업경영분석론
외식산업경영세미나
애그리비지니스세미나

마케팅원론(경영학부)
유통관리(경영학부)
재무회계(경영학부)
경제원론(경제학과)

식품산업경제
관련분야

식품경제의 이해
식품경제원론
식품거시경제론
식품미시경제론

➡
식품산업조직론
식품계량경제학

조사 및 통계처리PC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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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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과제
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Food Management studies about developing direction and facing subject of the food companies, also 
studies production element in the way of conecting the most economical and rational to be able to 
get consistently the greatest profits for a goal of agri-food company management based on a 
fundamental theory and educational character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FIS2020 식품미시경제론 Food microeconomics

자유시장경쟁 하의 식품 가격형성 원리를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가격형성의 법칙성을 밝혀냄
과 아울러 가격 변동의 원리와 식품 가격정책 및 시장의 성격을 규명한다.

Food Price investigates the principle which determines the food price under the system of 
free-market-competition, examine how to form food-price in Korea and it also studies the 
principle of changing prices, food price policy and market character.

FIS2021 지속가능시스템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유기농업과 생태농업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기법 및 전략의 적용가능
성을 분석하며 농·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analyzes viability of strategy, techniques of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 that is related with ecology agriculture and organic farming based on circular 
farming.

FIS2023 식품거시경제론 Food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이해한 다음 식품산업소득의 결정요인을 해명하고 산업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Agri-Food Income lectures theories about policy in order to improve a level of industry profits and 
find out definitive factor of profits of food industry after understanding basics of macroeconomics.

FIS2026 식품환경경영론 Food Resource  Economics

자원이용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로 토지경제적인 기능, 노동의 본질, 농업생산의 특질과 관련된 경제적 이동
에 관한 실태와 경제개발에 따른 제 문제를 다룬다.

Food Resource Economics has a handl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ctual condition regarding 
economic changes that is related to the character of agricultural production, nature of labor, 
economical functions of land as economical problems about making a use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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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Food Distribution studies the basic theories and characters of current marketing and food goods 
marketing and then research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Agri-Food Distribution, collaborative selling, 
the trend of Agri-Food Distribution, the problems of Agri-Food Distribution so that could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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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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식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다.

Food System studies basic principal to be able to achieve nation’ economical subject such as 
sustainable and stable food supply to finding out rule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 food industry, agriculture that is importantly ruled food system, 
suitability-possibility and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 of food market, characters and changes 
of food industry and various system structure of food economy in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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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
적 통계처리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Research and Practice of Agri-Food Information analyzes methodological basic theory needed for 
experimental examination, a method of investigating the best food-market information, essential 
elements of scientific examination and the method of data analysis. and through various ways of 
analyzing this, using computer, practice how to computerize the features of investigation date that 
is related to food-industry, the investigation of regional industry and the change of economy and 
society. To improve ability to deal with and analyze investigation date objectively.

FIS4017 식품경영전략세미나 Seminar for Food Management Strategy

개방 경제시장 하에 식품기업경영의 마케팅 전략의 특성과 경영관리기법을 비교 분석하고 식품산업의 시간
적, 공간적, 질적, 양적 불균형 수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경영전략개발 가능성을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학습한다.

Seminar for Food Management Strategy discusses and studies that it’s based on positive instances 
of possibility  of food management strategy development to be able to ease disproportionate supply 
and demand of quantitative, qualitative, ample space and time of food industry, also make a 
comparison and analyze techniques of business management and character of marketing strategy 
of food business management under open economy market.

FIS4019 식품계량경제학 Food-Resource Econometrics

농업 및 식품자원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이
와 관련된 모형, 파라미터의 추정 등을 강의하고 응용능력을 향상시킨다.

Food-Resource Econometrics studies Econometrics ananlysis to measure the economy of food 
business industry and improves the practicial ability by researching concerning models and 
parameters in order to evaluate efficiencies of resources in agriculture and food obj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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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Food Marketing, first, studies basic theories and characters of current marketing and food 
goods marketing, second, comprehends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market which is instended by 
cultures and systems, relatios between varies and development process of distribution condition, 
third, obtains the minds toward market and consumer which is basic thinking of Agri-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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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and then finally has a purpose to practice the concrete programs that is for successive 
marketing performance.

FIS4021 식품물류관리론 Agri-Food Logistics Management

식품산업의 물류시스템의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조직과 물류활동의 요소와 기능을 
학습하여 물류코스트 절감방안과 합리적 물류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gri-Food Logistics Management studies the basic principles of logistics system in food business 
industry and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to optimize the logistics system and factors and 
functions of logistics’operations that leads to raise the abilities to decrease the cost which are 
occurred in logistics’operations and could develop the rational logistis system.

FIS4022 식품산업경영분석론 Analysis of Food Industrial Management

경영분석론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식품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성과분석 및 비교방
법 등 식품기업경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분석 개념과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With Ananlysis of Management, Analysis of Food Industrial Management studies the tools and 
degrees which could analyze and compare the performances among the corporations in order to 
evaluate the management in food business efficiently so that keeps the concepts and methods of 
the various analysis of management.

FIS4023 식품산업경영실습 Management Practice of Agri-Food

농·식품산업의 기업경영이론을 현장체험을 통하여 분석, 평가하며 경영철학과 경영전략, 기업경쟁력과 성
장잠재력 등을 비교·분석하며, 선진 농업기술과 경영기법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학습하며 농·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Having the real-practices, Management Practice of Agri-Food analyzes and evaluates the theory 
of Management in Agri-Food industry and compares to management philosophies, competition 
levels which corporations have, potential development abilities and studies the developed 
Agri-Technologies and the tools of management and strategies of marketing in Agri-Food business 
in order to present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in Agri-Food industry.

FIS4035 협동조합론 Theory of Cooperatives

협동조합의 역사,사상,본질,사명,원칙,조직,사업 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농업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당
면과제 및 전개방향,식품유통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을 다룬다.

Cooperatives studies the principles of the history, ideology, essence, mission, general rule, 
organization, business and then researches the history, problems, trends in Korea-Agri-Cooperatives 
and problems and improving points of producing organizations in the place of producing Agri-Food.

FIS4038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SO 22000을 중심으로 농산업의 전반에 대한 안전부문과 표준화 부문에 대해서 강의하고 안전성 표준을 활
용하여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쳐 산업화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This subject is theoretical contents such as a term regarding the ISO 22000 that is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ements etc., and I execute inspection practice, report writing and a seminar 
regarding follow-up measures.

FIS4039 식품정책론 Theory of Food Policy

식품 관련 정책의 목적, 수단, 효과, 특징 등과 각종 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경제학적 분석 방법으로 규명
하고, 식품정책의 과제와 해결방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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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studies purpose, method, effect, characteristic of agricultural policy. Also analysis its 
problem an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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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introduces the concept of food service industry,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 The 
class conduc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bout the latest trend and issue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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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introduces the specificity of corporation and the structure of market. The class 
progress is discussion and market and the competition corcern with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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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is managing system duties safe foods such as HACCP, GAP, Traceability regarding 
foods safety, and attempts policy practical approach for management safe foods.

FIS4044 식품산업경제학 Food industrial Economics

농식품산업의 특성과 경제원리에 기초한 농업경제의 이론적 원리를 학습한다. 특히 농식품산업의 역할과 산업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농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지식과 토지, 노동, 자
본 및 경영 등 희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된 재화의 합리적 분배 및 소비를 위한 제경제 현상을 연구한다.

Agri-Food Economics studies agri-economic’s theoretical principle based on Agricultural feature 
and economy theory. Especially it examines agricultural economic policy which can available to 
agricultural-industry’s role and industry-society’s change, and studies every economical 
phenomenon to use scarcity resource efnomiently and rationally consume and distribute the 
producted commodities such as mechanical acknowledge, land, labor, capital and management to 
produce Agri-food.

FIS4046 환경성평가방법론 Methodology of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 친화적 식품산업육성과 개발에 필수적인 환경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며 친환경 식품산업육성정책의 과
제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Valuation of Environment Effects studies the tools of valuating environment which is essential for 
improvements and developments of Agri-Food industry environmentally and research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policies that are planned for improving the Agri-Food industry environmentally.

FIS4047 식품브랜드마케팅론 Food Brand Marketing 

오늘날 브랜드가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식품만업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식품브랜드마케팅론은 식품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브랜드이ㅡ 개발, 구축, 확장, 자산형
성 등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Study of food products, brand and food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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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4048 애그리비즈니스세미나 Seminar for Agri-Business

식품 및 식품연관산업의 시스템과 구조적 특징을 파악 분석하며 농업산업, 특히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마케팅전략 및 정책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Agri-Business analyzes the systems and structures occurred in industries of Food and 
Food-Relating, and researches business marketing theories and policies practicab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ability of Food industry especially in Agri-Food industry.

FIS2030 한국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 Economics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최근 50년간 한국경제가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요인 및 수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향후 과제,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다각도에서 한국 현실경제에 대해 해부하고 접근해 
볼 것이다.

FIS2031 식품산업의 이해 Understanding of Food industry

식품산업은 우리를 위해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인 만큼 식품산업 전반에서 야기되는 안전성문제, 농식품자
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 등 문제들을 식품산업의 시장구조, 시장행동 및 시장성과로부터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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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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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체

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 광고 및 홍보인을 육성함에 

있다. 광고.홍보학 전공은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광고홍보기획, 광고홍보 관

리 및 광고제작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바

탕으로 광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광고 및 홍보인 양성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기개발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학과(전공) 소개

광고·홍보학의 전공 교과과정은 기초 단계, 심화 단

계, 그리고 통합 단계의 3단계로 되어 있다. 광고홍보

학과는 광고·홍보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광

고학 입문을 교양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광고 

분야는 크게 광고·홍보이론, 광고·홍보기획, 광고

제작, 광고·홍보 조사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영역

별 기초과목으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광고 

전략 입문, 크리에이티브 입문을 2학년에 개설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심화과목들이 3~4학년에 주로 개

설되며, 각 영역을 통합하는 과목들로 광고캠페인사

례, P.R.캠페인사례연구, 광고 세미나가 개설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광고홍보학은 기업, 정부, 비영리조직, 개인 등 다양

한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제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을 통하여 공중 및 소비자와 소통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광고학의 출발은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마케팅에 대

한 이해’이다. 이는 광고가 소비자의 심리를 적절히 

읽어 내 상품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광고와 홍보는 정치나 경

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활

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광고 시장의 급

속한 성장과 맞물려 광고학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점도 관련 학과의 성장 을 뒷받침한다. 

광고 홍보 대행사에서 광고 전문 기획자나 카피라이

터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광고 회 사는 

입사 시험에서 광고홍보학 전공자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한 

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학 시절에 각 기업체의 

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

이 된다. 

일반 기업체 홍보실에서 광고와 홍보 분야를 담당하

광고홍보학과
Advertising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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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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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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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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학 입문 통합적커뮤니케이션 관리론

대 표 논 문

금연캠페인 전개 과정에 따른 흡연유형 분포의 구조적 변화 및 금연광고에 대한 반응 고찰: 2005~2006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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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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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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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직간 쟁점관리 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자산으로서의 기업명성 가치연구

김 효 규
전 공 분 야 광고학
세부연구분야 광고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전공)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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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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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및 위기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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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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학사 2년 1 연계전공

ADV2002 크리에이티브 입문 3 3 기초 학사 2년 1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 행동 3 3 기초 학사 2년 영어 2 연계전공

ADV2004 프로모션 개론 3 3 기초 학사 2년 2 연계전공

ADV2005 뉴미디어와 광고 3 3 기초 학사 2년 영어 2 연계전공

ADV2006 홍보학개론 3 3 기초 학사 1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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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2

ADV2012 광고학개론 3 3 기초 학사 1년 1,2

ADV2013 공공정보캠페인 3 3 기초 학사 1~2년 영어 1 연계전공

ADV4002 매체전략론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1 연계전공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연계전공

ADV4004 홍보제작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ADV4005 카피라이팅 3 3 전문 학사 3~4년 1

ADV4029 포트폴리오 3 3 전문 학사 3~4년 1

ADV4009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1 연계전공

ADV4013 광고세미나 3 3 전문 학사 3~4년 2 연계전공

ADV4015 PR캠페인 사례연구 3 3 전문 학사 3~4년 1,2

ADV4016 조사방법론 Ⅰ 3 3 전문 학사 3~4년 1 연계전공

ADV4017 광고캠페인연구 3 3 전문 학사 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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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4030 소비자동기와선택이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ADV4025 광고와 사회 3 3 전문 학사 3~4년 2

ADV4027 이슈 및 위기관리론 3 3 전문 학사 3~4년 영어 2 연계전공

ADV4028 디지털 영상 광고 제작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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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과정

․ 크리에이티브 입문
․ 광고 심리와 소비자행동
․ 광고전략입문
․ 조사방법론1

➡
․ 카피라이팅
․ 광고 캠페인 연구
․ 포토폴리오
․ 디지털 영상 광고 
제작론

․ 비디오 제작기초
․ 영화영상 미학
․ 애니매이션 개론
․ 스토리 텔링
․ 그래픽 디자인 기술
․ 광고카피론(문예창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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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영학부 DBA2003  마케팅원론 3
경영학부 MGT404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3
경영학부 MGT4043  소비자행동론 3

신문방송학과 COS4015 정치 커뮤니케이션 3
신문방송학과 COS4018 미디어 산업론 3
신문방송학과 COS403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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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troduces the foundation of ‘what to say’ in advertising. it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It also presents the determinants of advertising 
strategy, such as marketing mix, segmentation, and positioning to understand and improve both a 
product and advertising concept, which is based on consumer’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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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troduces about production in advertising.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홍보전문가
과정

․ 홍보학개론
․ 광고 심리와 소비자행동
․ 프로모션 개론
․ 조사방법론1
․ PR문장론I

➡

․ 홍보전략론
․ 홍보제작론
․ 조사방법론2
․ 광고와 사회
․ P.R 캠페인 사례 연구
․ 통합적커뮤니케이션
관리론 

․ PR문장론II
․ 국제홍보론

․ 마케팅원론
․ 마케팅전략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P.R론(신문방송학과)
․ 정치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

․ 커뮤니케이션론 
․ 매스컴 문장연습
․ 설득과 캠페인
․ 미디어 심리학
․ 커뮤니케이션 전략론



348 2015 Course Catalog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행동  Advertising Psychology & Consume Behavior

소비자의 광고반응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지심리 및 사회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다양
한 광고 메시지의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한 심리적 분석능력을 도모한다. 아울러 광고심리가 광고기획 및 광고
제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감각을 배양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d to examine theories and basic concepts of cognitive and social psychology 
that relate to consumers’ responses to advertising messgaes. It is also aimed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ve effects of different advertising appeals. We will 
further explore how theories of advertising psychology and consumer behavior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e of advertising planning and execution.

ADV2004 프로모션 개론  Introduction to Promotion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중 세일즈 프로모션 이벤트 마케팅을 위주로 그 기획 및 전략적 실행 방안에 
관하여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bout marketing communications, especially salse promotions ev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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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캠페인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This is a basic course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topic of advertising & marketing 
campaign using interactive and digitalized media. The major purpose is to help you better 
understand the broad choice of new media and digitalized marketing options available in the 
market. With this knowledge, you should be able to utilize the power of new media in planning an 
advertising campaign in conjunction with traditional media.

ADV2006 홍보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

홍보의 정의, 특징 및 역할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P.R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definitions,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public relations, and provides 
fundamental concepts to develop public relations strategies.

ADV2009 PR문장론 Ⅰ  Public Relations Writing Ⅰ

홍보에서 필수적인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전통적인 신문매체 외에도 지상파방송, 뉴미디어,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Learn about how to write in Korean public relations messages such as news release, feature 
release, media alert, and business letter, targetting printed as well as broadcasting media. Learn 
more about the skills for the delivery and placement of public relations messages in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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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about change in consumer, media, and trend. You will explore case studies and discussion 
for more creative advertising ideas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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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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isciplines and advertising area via reading 
various topics of books such as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Art, and etc in Humanities to 
establish the basic foundation of a creative advertising people.

ADV2012 광고학 개론  Introduction to Advertising

광고 전공자를 대상으로 광고의 기초개념을 습득케 하고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등 광고산업 전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인지, 학습, 설득 등 소비자의 광고노출과 이에 대한 반응에 관련된 기본지식을 
함양케 하며,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헤드라인, 바디카피, 비쥬얼 등 광고에서의 크리에이티브 구현요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룬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for the study of advertising. You may have a chance to browse the 
components of advertising industry such as advertisers, ad agencies, and media. Also, you should 
understand basic concepts for consumer behavior such as perception, learning, persuasion 
regarding consumers exposures and responses to the advertisements. Some of concepts and 
strategies to develop creative messages will be discussed.

ADV2013 공공 정보 캠페인  Public Information Campaign

어떤 방식으로 상업적, 사회적으로 캠페인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가를 가르친다. 어떻게 태도가 바뀌고 의견
이 생성되며 어떠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how commercial and social communication campaigns are planned 
and executed with the basic understandings of information and persuation theories.

ADV4002 매체전략론 Media Planning Strategies

전략적인 매체 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매체 계획 수립을 위한 노출빈도, 도달범위, GRP, CPM 등의 기초개념
을 소개하고 매체 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과정을 소개한다. Media Mix, 목표시장 도달범위, 지역적 도달범
위, Scheduling, 광고예산의 고려 등 매체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고려사항이 논의된다.

In this course, you will examine the strategy and process of media planning and how they fit into the 
marketing function. This process involves selection and use of media vehicles to deliver advertising 
messages to a target audience in the “right” setting at the “right” time in a cost-efficient manner. In 
addition, you will explore current media environment and audience responses in managerial perspective.

ADV4003 홍보전략론  Public Relations Strategies

Public Relation의 정의, 특징 및 역할을 소개한다. Public Relation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과정을 고찰하고, 
Public Relation과 다른 Promotion 활동과의 통합적 관리의 개요를 논의한다. 또한, Publicity의 특징, 장.
단점을 소개하며 기업광고의 목표 및 유형을 소개한다.

Learn first about the roles, definitions, and features of PR and then proceed to study the internal 
workings of a PR campaign with focus on the need of integrating sales promotion with conventional 
public relations tools. Plus, lear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publicity and the types and 
goals of corporate advertisement.

ADV4004 홍보제작론 Production for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의 정의, 특징 및 역할을 소개한다. Public Relation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과정을 고찰하고, 
Public Relation과 다른 Promotion 활동과의 통합적 관리의 개요를 논의한다. 또한, Publicity의 특징, 장.
단점을 소개하며 기업광고의 목표 및 유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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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about how to produce the publications and visual/auditory materials for public relations, 
such as newsletter, magazine, direct mail, ANR(audio news release), and VNR (video new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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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writing as a practical process for a particular product or brand in the advertising actually 
complete all the courses are plann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py Platform. Based on Copy 
Platform, you will process to develop the Headline, Subhead, Body-Copy and Slogan.

ADV4029 포트폴리오  Portfolio

포트폴리오라 함은, 학과 과정동안 제작한 광고물뿐만 아니라, 기획물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학기동안 수정하고 
다듬지 못한 것을 수정하여 upgrade시키고, 패키징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력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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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urse, during the creative advertising department gathered together for one semester, and 
by modifying the upgrade and packaging.

ADV4009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Integrated Communication Management

광고 원론의 상급 과목을 IMC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과정을 논의하고 인쇄매
체, 방송매체 및 기타 매체의 특징을 소개한 후,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Program을 개발하
는 과정을 논의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in the advertising sequence and investigates key concepts and 
principles of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IMC).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discusses 
contemporary issues about brand nature and its relationship with consumers such as brand equity, 
brand identity, brand personality, brand community and brand-customer relationships. The second 
part of the course examines the basic function and strengths of different communication disciplines 
such as advertising, PR, sales promotion, event marketing, and direct marketing. In conjunction, 
strategic issues regarding how to integrate different communication tools for maximizing 
communication outcomes will be further elab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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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 Seminar is a upper level course of advertising. The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a unique way of thinking about and understanding brands and consumers. It is also 
designed to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mythology, mytho-symbolic imagery and the 
unsonscious psyche from which they spring to create strong and enduring brands in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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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nalyzes public relations campaign cases based on public relations theories from prerequisites 
and sheds light on strategic implications for successful public relations campaig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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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4016 조사방법론 Ⅰ Advertising & PR Research MethodsⅠ 

광고효과를 예측하고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조사디자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측정변수와 
척도, 표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의 해석 등 일련의 리서치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포커스그룹인터
뷰, 실험, 서베이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과제를 통하여 체험한다. 

The research is essential for decision making in the development of advertising & PR campaign. 
This course teaches basic concepts in a search process such as variables, scales, sampl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reporting results. it also offers cases to learn various types of research 
design such as experiment,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ADV4017 광고캠페인연구 Advertising Campaign Studies 

기존에 배운 광고이론을 토대로 하여 국내/외의 광고 캠페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각 사례들로부터 성공적인 
캠페인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course analyzes advertising campaign based on advertising theories from prerequisites and 
sheds light on strategic implications for successful advertising campaign planning.

ADV4018 조사방법론 Ⅱ Advertising & PR Research Methods Ⅱ

조사방법론 1에서 익힌 리서치 방법론을 바탕으로 광고홍보 관련 데이터 수집과정을 실습하고, 수집된 자료
를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초적인 통계적 방법론을 익히게 된다.
(내용상, 조사방법론 1을 이수한 후 수강할 것을 권장함.)

This course focuses on the basic statistical analysis of advertising related data by gathering data 
set and practicing SPSS program. Additional focusing will be placed on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Statistic based on the knowledge of research methods covered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Research Methods1’ cours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take research method 
1 before you enroll this course.)

ADV4020 국제 홍보론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홍보 관리 시스템을 습득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홍보 프로세스
를 학습한다.

Learn about public relations as a professional practice conditioned by macro-national variables 
such as culture, the political system, the media system, the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ism. Learn about how these macro factors produce variations in the ways public relations is 
practiced across the world.

ADV4021 PR문장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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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about the basic principles of English writing style. Based on the foundation, build up 
proficiency in the AP style for media writing while learning more about how to write in English 
public relations messages such as news release, feature release, media alert, and business letter.

ADV4030 소비자동기와선택이론 Consumer Motivation and Decision Making Theory

본 강좌에서는 인간행동의 동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소비자 행동의 맥락에서 인간동기가 어떻
게 작동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본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
들을 비교하고 어떻게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지 각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 직관적 의사결정 모델, 무의식적 의사결정 모델, 행동주의적 의사결정 모
델, 이원적 의사결정 모델, 정서적 의사결정 모델, 진화적 의사결정 모델 등 기존의 사회심리학과 소비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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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야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온 이론적 관점들을 소개하고 이들 제 관점이 소비자 행동과 광고에 대한 소비
자 반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DV4025 광고와 사회 Advertising and Society

광고가 개발, 집행되는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제도적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야기되는 윤리적인 이슈
를 중심으로 다룬다. 동시에 광고의 경제학적 가치 및 사회문화 전반적인 현상과의 관계를 다루게 된다.

Ever the value of advertising in economics and social cultural with the overall relationship will be 
covered.

ADV4027 이슈 및 위기관리론 Issue and Crisis Management

이슈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개념, 과정, 사례연구 등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ntends to cover main concepts, processes and case analyses of issue and crisis 
management.

ADV4028 디지털 영상광고 제작론 Production in digital & VIdeo and Advertising 

TV 및 Radio 제작과정의 개요를 소개한다. 방송 광고의 제작 전 준비과정, 제작과정, 제작 후 과정을 포괄적
으로 소개한다. 조명, Graphic, Color 등의 Video 측면과 소리, 음악, 효과음악 등의 Audio 측면에 관한 
기초와 제작 후의 편집과정 등을 소개한다.

Learn about how to produce TV and Radio advertising. This course introduce the process of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 of digit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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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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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소개

DBS was founded in 1956 and has become one 

of the major business schools in South Korea. 

With a student body of 2,200, DBS offers a 

variety of academic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The school is divided into six 

disciplines: accounting, fina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rke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perations management. 

DBS’s structure supports faculty members in 

developing their specialized fields and enables 

students to pursue specialized career paths. 

The educational mission of DBS is to develop 

students to become innovative global leaders 

with an ethical mindset, and to provide 

high-quality teaching and research in order to 

cultivate human capital. Buddhism forms the 

basis through which DBS inspires its faculty 

members, staff, and students to take leading 

roles as integrity-driven, global citizens. 

DBS makes every effort to provide high-quality 

경영학부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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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seeks innovative ways to continuously 

improve research performance; instills ethical 

principles through a Buddhist framework; 

fosters diversity and extends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ing opportunities by creating 

and disseminating leading-edge academic 

theories and knowledge. 

DBS key facts

∙ DBS acquired government approval to launch 

the MBA program in 2007

∙ DBS is one of only eleven business schools 

certifi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offer 

graduate management education

∙ In 2008, DBS was the first business school 

accredit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KABEA), 

which assesses the educational quality of 

business schools in Korea 

∙ English-mediated courses currently comprise 

more than 50% of taught courses, and more 

than 70% in certain tracks such as the 

Management track and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rack

∙ DBS undergraduate students scored in the top 

5% of thei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 In 2012, DBS got the AACSB accreditation for 

its undergraduate, MBA, master, and PhD 

program.

∙ In 2013, DBS was re-accredit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KABEA), which we first achieved in 2008.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Recent trend and prospect of study]

In the face of fluctuating business environments 

companies make co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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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Employment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the DBS is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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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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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Han, Jin-Soo
전공분야(Major)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세부연구분야(Research)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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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Won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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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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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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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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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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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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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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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ng Yong, Byeong Cheol Lee, and Ki Heung Kim (2013),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empowering leadership on follower’s Knowledge sharing and intrinsic motivation,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14-2, 89-115
Kim, Ki Heung, Seung Yong Kim, and Byeong Cheol Lee (2012), Research on influence of 
follower’s self-sacrificial obligatory percep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elf-sacrificing leadership, Korean Management Review 41-6, 1471-1500
Lee, ByeongCheol, Lee, Kyungmook, and Yiyoung Jeon(2012)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Era of Korean Unification: Present and the Future”, Korean Business 
Review,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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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ung Myon
전공분야(Major) Employment Relations

세부연구분야(Research)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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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Relations HRM Business Ethics 

대표저서(Books)

Young-Myon Le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South Korea, in 
(Edited by Bruce E. Kaufman)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cross 
Nations: Unity and Diversity,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ublishing, Inc., 2014.
Young-Myon Lee, Chae-Yeon Cheon, Ran-A Jeong, and Tae-Jung Shin, Gozangnan 
Geodae Kiup [Impaired Mega Companies], Seoul, Korea: Yang-Cheol-Book, 2013 (in Korean)
Young-Myon Lee, Employment Relations, Seoul, Korea: Kyoung-Moon Sa, 2012 (in Korean)

대표논문(Theses)

Young-Myon Lee with Jong-Wook Kwon and Jeong-Won Kim (2014), “Reward Preferences 
of Chinese Employees Within amd Between Nations: Does Location Matter?”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22(2): 63-97.
Young-Myon Lee and Joo-Hyoung Lee (2014), “The Effect of Participative Work Practices 
on Labor Relations Climate – Moderating Role of Union’s and Management’ Strategy,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4(2): 51-74 (in Korean)
Young-Myon Lee and Sun-A Jung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Wage-peak System 
under Baby Boomer Generation Workers’ Retirement Era,” Labor Policy Review, 14(1): 35-67 (in Korean).

Hwang, Kyung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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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 Seuck-Cheun
전공분야(Major) Operations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Global Operations Strategy, Supply Chain Management, Technology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 Education

(E.E. Major)
B.S. in Eng.

석사학위과정(Master) U.C.L.A.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M.B.A.  

박사학위과정(Doctor) U.C.L.A.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Ph.D. in Management

담당과목(Subject)
Global Operations 

Strategy
Supply Chain 
Management

Technology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대표저서(Books)
Operations Management The core (Korean 3rd. ed.), co-author, Hankyungsa, 2014
Service Management (Korean 8th ed.), co-author, McGraw-Hill, 2014
Operations Management (Korean ed.), co-author Hankyungsa, 2010

대표논문(Theses)

“Impact of Product and Service Quality on Service and Product Loyalty in an Automobile 
Industry”, 5 co-auth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ol. 40, 
No 4, Dec.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ort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Incheon Port”, 6 co-auth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ol. 
40, No 4, Dec. 2012
“Risk-averse Inventory Model under Flucturating Purchase Prices” : 3 co-authors,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Vol. 35, No. 4, D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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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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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Financial Accounting”, co-authored with Prof. Jinsoo Han and Jae Wan Park, Myung 
Kyung Publishing, 2012, Seoul, Korea.

대표논문(Theses)

2013 “A Study of the Alternative Generating Facility Operation Strategy for Natural Gas Supply 
Stability”, co-authored with Prof. Il-Chong Nam,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2012 “Early Adoption of K-IFR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 Informativeness of Earnings”, 
co-authored with Prof. Saerona Kim and two other author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Vol.30 No.3. pp. 259-299.
2012 “On Estimating the Reasonable Cost of Capital of KEPCO and KEPCO-owned Generation 
Companies: Evidence From Bench-Marking”, co-authored with Prof. Junesuh Yi and Juyoun 
Ryoo, Journal Finance & Knowledge Studies, Vol.10 No.1. pp. 135-161.
2011 “Upgrading Strategy for Public Tariff Pricing: Electricity and Gas Industry”, co-authored with Prof. 
Il-Chong Nam and other five authors,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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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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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 Management, Bobmunsa, 2005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Hakhyunsa ,2007
SHOW, Culturegraphics, 2009

대표논문(Theses)

Yoo, Changjo, H Bang, and Y Kim (2009), “The Effects of a Consistent Ad Series on Consumer 
Eval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28, 105-23.
Yoo, Changjo and D MacInnis (2005), “The Brand Attitude Formation Process of Emotional 
and Informational Ad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 (10), 1397-406.
Yoo, Changjo and DJ MacInnis (2004), “Same or Different? How Distance and Variation Affect 
Similarity Judgments,” PSYCHOLOGY AND MARKETING, 21 (3), 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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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Ickhyun(2014),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 toward an Analogical Persuasion Cue 
on Analogical Learning Process,”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Vol 29, No 3, 73-90.
Lee, Seong Kyun, Ickhyun Kwon and Jin Suk Lee(2013), “Do 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s Really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4, no 4,  47-72.
Kwon, Ickhyun and Jin Suk Kee(2012), “Factors Affecting Types of Mental Simulation :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Task Characteristic,”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3, no 
4,  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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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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ing Case Study
Financial 

Accounting
Financial Reporting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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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 Duk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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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Injai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세부연구분야(Research)
Technology Acceptanc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Software Quality, IT Convergence,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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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Intelligence
Business 
Statistics

Into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Cyber)

대표저서(Books)
Relational Database Systems-Korean, (Hong-Reung Science Press, 2004) (with Choon Y. 
Lee, and Jong-OK Lee). 
Databse Management-Korean, (Pak-Young-Sa, 2011) (with Choon Y. Lee).

대표논문(Theses)

“The Moderating Effect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Vol. 3, No. 9(2014), pp. 301~310, (with Jeong Ku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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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of Exogenous Factors in Technology Acceptance: The Case of Object-Oriented 
Technology,” Information & Management, Vol.43, No.4(2006), pp.469-480, (with Sang M. 
Lee, Shang-Geun Rhee, and Silvana Tr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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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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I Corporate Tax AccountingII Accounting Principles

대표저서(Books)
“IFRS Accounting Principle”, 2011, Orae
“An Introduction to Tax law”, 2014, NanumA&T

대표논문(Theses)

“Pricing Gift Cancellation Rights for Listed Stocks Included i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Korean Tax Journal, September 2013
“The Effect of the Tax Subsidy on Accounting Conservatism”, Korean Tax Journal, June 2013
“Voluntary External Audit and the Transparency of Tax Revenue Source”, Accounting, Tax 
and Audit Study, December 2013

Kim, Kyoung-jae
전공분야(Major) MIS

세부연구분야(Research)
Business Applications of Data Mining,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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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Sang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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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Audit Committee on Earnings Management,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oul, Korea. 2006.

대표논문(Theses)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Stock Option Exercises and Earnings Management.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0(6): 856-888. 2011.
An Effect of Foreign Monitoring on Agency Costs and Firm Value.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9(1): 95-133.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Risk and Audit Fees. Korean Management Review 
39(3): 633-66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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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ung Yong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Scranton Department General Management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Memphis Department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담당과목(Subject)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대표논문(Theses)

Kim, S(2009) , Cross-cul tural Comparison of the Ef 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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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Science, Operation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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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s Management Management Science Supply Chain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A heuristic method for resolving circular shareholdings of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Vol. 38, No. 
4(2013), 65-78
“Analytic effect of retailers pull-to-center behavior on determining optimal buyback price 
,”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Vol. 38, 
No. 4(2013), 87-101
“Prediction of movement direction in crude oil prices based on semi-supervised learning,” 
Decision Support Systems, Vol. 55(2013), 34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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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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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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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 Hyun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Retailing, Services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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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논문(Theses)

Sanghyun Lee, Alan J. Dubinsky, and Juyoung Kim (2013), “Measuring mediating factors 
in the use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in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 
1285-1291.
Dubinsky, Alan, Jooyoung Kim, and Sanghyun Lee (2011), “Imparting Negative News to 
Salespeople,” Psychology & Marketing, 28 (8), 803-824.
Sanghyun Lee, Lucette B. Comer, Alan J. Dubinsky, and Kai Schafer (2011), “The Role of 
Emo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s and Automobile Salespeople,”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23 (2), 206-226.

Yi, June Suh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Funds, Asset Pricing, Derivatives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Management Finance
박사학위과정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Management Finance

담당과목(Subject) Investments Financial Management Portfolio theory

대표저서(Books)
Junesuh Yi, M. Jung, 2010, Corporate Finance-core principles applications (Korean ed.) 
McGraw-Hill

대표논문(Theses)

Junesuh Yi and J. Kim, 2013, The determinants of post-merger survival in reverse takeovers,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2(1), 163-192.
Junesuh Yi, 2012, The Impact of Structural Changes on Timing Abilities and Selectivity Skills 
of Equity Fund Managers,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25(1), 1-36  
Junesuh Yi and K. Bae, 2008, “The impact of the short-short rule repeal on the timing ability 
of mutual fund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35(7), 969-998 

Yeo, Jun Sang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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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a Scarcity Message on Product Judgments: Role of Cognitive Load and Meditating 
Proces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3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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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2015 Course Catalog

Choi, Gyoung-Gyu
전공분야(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세부연구분야(Research) Strategic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Mathematics,  Education)
BS

석사학위과정(Master) Harvard University 
Harvard Kennedy School 

(Public Policy)
MPP

석사학위과정(Master) Northwestern University
 Northwestern Law School 

(Law)
LLM

박사학위과정(Doctor) Stanfo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

PhD 

담당과목(Subject)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Methodology

대표논문(Theses)

Evaluation of Credit Guarantee Polic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Governance Structures of Oligopoly Firms and Market Performance in the Case of 
Privatization
The Social Benefits and Costs of Entry Contests in Oligopoly: Cournot-Nash Oligopoly with 
a Linear Demand

Sung, Sang Hyeon
전공분야(Major)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Compensation, Diversity Management, Gender Equality,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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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al 

Behavio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Business Ethics

대표저서(Books)

Sung, S. H., Kim, M., Yoon. D., etc. (2014), Work-family Balance: Models for Gender Diversity 
Job Management in SET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with Policy Implications,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eoul
How to Prepa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Era of Retirement Age 60 (2014), 
Co-authored, Hodunamu Publishing: Seoul.
Choi, S. H., Park, J. S., Han, J., Sung, S. H., Park, G. B., & Gu, J. H., (2012), The Growth 
Paradigm of Korean Enterprises: Directions for New Industrial Policy,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KIET) and Market Economy Research Institute(MERI).

대표논문(Theses)

Sung, S., H. Park, & J. Ahn (2013), Management of low performers in the era of retirement 
age extension: orienteering the way based on human resources polic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3), 3257-3278.
Sung, S. H. & J. Lee (2012), How to manag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North corporations in the era of economic cri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91-99.
Sung, S. H., and D. Kim (2011), The Impact of the Diversity Management on the Workforce 
Composi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Review, 12(1),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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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yondong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Human Resource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Work-Family Balance,  Compensation, Labor Relations 

학사학위과정(Bachel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ernational Trade B.A

석사학위과정(Mas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Human Resources and 
Employment Relations 

Master of Art

박사학위과정(Doctor) The Ohio State University 
Labor and Human 

Resources
Ph.D

담당과목(Subject)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 

Management
Macro-Organization

al Behavior
Business Ethics

대표논문(Theses)

Kim, H, & Shin, E.(2011), “ Labor union participation and workplace innovations in high 
performance workplaces ”.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11, No 3, pp. 5-35. 
Kim, H., (2010), “Exploring how to manage Internet addiction in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7, No 1, pp.185-205. 
Kim, H., & Gong, Y.(2009), “The roles of tacit knowledge and OCB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based pay and firm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Vol. 19, 
No 2, pp.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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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tions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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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논문(Theses)

Uk Jung* and B.H. Kho (2012), Modeling discharge of pellets from a hopper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Vol.13, No.4, pp.565~571
Uk Jung* and B.H. Koh (2014), Bearing fault detection through multi-scale wavelet 
scalogram-based SPC,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Vol.14, No.3, pp.377~395 
DS.W. Lee and Uk Jung* (2014), Customer Balking Behavior in the Newsvendor Model: Its 
impact on Performance Measures and Decision under Uncertain Balking Parame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Vol.154,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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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Kyeong-Hoon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Intermediation, Game Theory, Information Econom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nomics BA in Economics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 of Maryland College 

Park
Economics MA in Economics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 of Maryland College 

Park
Economics PhD in Economics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Financial Management

대표저서(Books)

Fiscal Reform an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with Deuk Jong Bae, 
Yong Lak Choi, Woong Heo and Sang-Gyun Kim),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arch 
2011
Credit Information Sharing with Money Lenders and Small Loan Finance, (with In Ho Lee, 
in Korean), Korea Federation of Banks (KFB) Research Series on Credit Information, No. 
4, Oct. 2008.
Herd Behavior in Korean Financial Markets, (in Korean), KIF Financial Research Paper 
2006-08, Nov. 2006.

대표논문(Theses)

Fund Expenses and Vertical Integrations in the Fund Industry (with Jaejoon Han and 
Seungyeon Won), Economic Modelling, Vol. 35, Sep. 2013, pp.856–864
Investment Banking and Commerce, (in Korean),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Vol. 
25, No. 4, 2012
The Effects on Rating Shopping of the Requirement of Multiple Credit Ratings in Korea” (with 
Junesuh Yi, in Korean), Journal of Money and Finance, Vol. 25, No. 3, Sep. 2011

Jo, Sung-Han
전공분야(Major) Industrial Organization, Microeconomics

세부연구분야(Research) Industrial Organization, Energy and Environmental Economics, Electricity Econom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University of Iowa Accounting BBA

석사학위과정(Master)
University of Iowa
Cornell University

Accounting
Economics

MA in Accounting
MA in Economics

박사학위과정(Doctor) Cornell University Economics Economics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Theory Principles of Accounting
대표저서(Books) IFRS Financial Accounting, 2009

대표논문(Theses)

New Extended Dynamic Market Models: an Application to Korean Commercial Banking. Th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1) vol.24, No.4, pp.2163-2183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Hydrogen Production with Nuclear Energy Using a Levelized 
Cost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2010) vol.47, No.6, 
pp. 918-926
“Methodological Extensions of First-Order Adjustment Models: An Application to US 
Industries,”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14, No.2, (Summer 2000), 85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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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대표저서(Books)
“Advanced Accounting,” 2007 with Kim Kap-Soon , Kim Tae-Sik
IFRS “Business Analysis and Valuation,” 2010, Sinyoungsa

대표논문(Theses)

Dong-Hoon Yang, 2009, S.Kim, and K. Cho, “The impact of the Agency Cost on Accounting 
Conservatism,” Korean Accounting Review, vol.36(3),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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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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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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 Principles Financial Accounting Income Tax Accounting

대표논문(Theses)

The Effect of Regulation Fair Disclosure on the Case of Earning Surprises(with B. Baik). 
2009.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8 no.6 
The Effect of listing Status and Audit Quality on Earnings Quality-Focused on Small 
Companies. 2010. Korean Auditing Journal vol.19 No.3 pp.55-82 
Firm Loc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Korean evidence” (with J. H. Choi, Joseph 
Comprix, and H.J. Kwon). 2012,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19(3), 
pp.292-317. 

Cho, Kwang-Hee
전공분야(Major) Financial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Accounting, Earnings Management, M&A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George Washington Univ. Department Accoun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Illinois-Chicago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Advanced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Principles

대표논문(Theses)

How Acturial Assumptions Affect Defined Benefit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vidence from Korea,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No. 70 Vol. 24 
Issue 3, 2014
Accounting Treatment of Prepaid Points under the K-IFRS,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 
22, No. 5, 2013 
Introduction of Unification Tax and Distortional Taxation,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ol.30 No.3, 2013

Jeon, Jin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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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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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tat ion Costs”, 2010,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How much is reasonable? The size of termination fees in M&As, 2011,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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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Wooseong
전공분야(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New Product Development, Innovation Management, Competitive Strategy
학사학위과정(Bachelor) Yonsei University Economics B.A. in Economics

석사학위과정(Master)
Yonsei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MBA

Stanford University Statistics Master of Science

박사학위과정(Doct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Business (Marketing) Ph.D. in Marketing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s of Marketing New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Research

대표논문(Theses)

Kang, Wooseong, Bayus, Barry L., Balasubramanian, Sridhar (2010), The Strategic Effects 
of Multimarket Contact: An Empirical Study of Price and Product Decisions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7 (June), 415-427
Kamakura, Wagner A., Kang, Wooseong (2007), Chain-wide and store-level analysis for 
cross-category management, Journal of Retailing, 83(2), 159-170
Bayus, Barry L., Kang, Wooseong, Agarwal, Rajshree (2007), Creating Growth in New 
Markets: A Simultaneous Model of Firm Entry and Pric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4(2), 139-155 

Yoon, Sun-Joong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nancial Engineering, Derivatives

학사학위과정(Bachelor) KAIST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BS in Electronic Engineering

석사학위과정(Master) KAIST 
Department of Management 

Engineering (Finance)
MS in Management 

Engineering (Finance)

박사학위과정(Doctor) KAIST 
Department of Management 

Engineering (Finance)
Ph.D. in Management 
Engineering (Finance)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Management Fixed Income Securities Options and Futures

대표논문(Theses)

Endogenous Labor/Leisure/Investment Choice under Time Constraints (JFQA, 2011)
Information Content of Volatility Spreads (Journal of Futures Markets, 2010)
Is volatility risk priced in the KOSPI 200 index options markets? (Journal of Futures Markets, 
2009)

Lim, Sungmook
전공분야(Major)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Management Science, Operation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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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Science Operations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S. Lim, K. W. Oh, and J. Zhu (2014), Use of DEA cross-efficiency evaluation in portfolio 
selection: An application to Korean stock market,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36(1), 361-368.
S. Lim (2013), A joint optimal pricing and order quantity model under parameter uncertainty 
and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OMEGA 41(6), 998-1007.
S. Lim and J. Zhu (2013), Incorporating performance measures with target level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30(3), 6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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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English Debate Principles of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Promoting Entrepreneurship in Scotland: 
The Impact of Networks and the Role of Men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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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Sung Hee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Consumer Behavior, Behavioral Decision Making
학사학위과정(Bachel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Consumer Economics 
석사학위과정(Master) Sogang University Department Marke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Sogang University Department Marketing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s of Marketing Consumer Behavior 

대표논문(Theses)

Chung, S.H., & H.K. Ahn (2012), The Influence of Consumers’ Myopic Perception of Available 
Budget on Future Spend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3(7), 173-187.
Chung, S.H., A.Y. Nam & C.J. Seo (2012), Advertising Strategy for a New Brand and the 
Strength of Consumers’ Prior Preference for the Competing Brand based on an Alignability 
Effect,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3(5), 163-185.
Ha, Y.W. & S.H. Chung (2010), The Effects of Consumer Payment Patterns on Consumers’ 
Judgment of Past Spending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1(1), 201-221.

Kim, Hong-il
전공분야(Major) Operations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Logistics, Service & Operations Management, Simulation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nam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Master)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박사학위과정(Doct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perations Management

담당과목(Subject) Operations Management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Business Mathematics

대표논문(Theses)

Hong-il Kim, J. K. Shin and H. S. Rhim (2011), Applying System Dynamics for Supply Planning 
of Human Resource in Semiconductor Industry,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Procurement 
and Supply Management, Vol.10, No.1. pp.115~134.
J. H. Ryu, H. S. Rhim, K. T. Park and Hong-il Kim (2009), The Servitiza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A Business Ecosystem Perspective, Vol.20, No.4, pp.151~181
H. S. Rhim, D. S. Kim and Hong-il Kim (2009), An Empirical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of Technology-based Startup Firms, Productivity Review, 
Vol.23, No.1, pp.53-69

Kim, Jae Young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세부연구분야(Research) Network Strategy / Business Model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석사학위과정(Maste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Doctor) Korea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담당과목(Sub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Business Management

대표논문(Theses)

Kim, J.Y, B,Y Cho & J.J. Kang (2014) “The Impacts of Supplier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haring on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 Mediating effects of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Integration in Manufacturing Sector,”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Vol.14 No.1, pp.123-141.
Kim, J.Y. & H.S. Lee (2013) “Key factors influencing customer satisfaction in Korea’s mobile 
service sector,” Journal of Internet Banking and Commerce, Vol.18 No.3, pp.1-13. 
Kim, J.Y., J.M. Han & Y.J. Kim (2012) “Reinterpretation of Business Models: Network 
Subscriber Perspective,”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4 No.2, pp. 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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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 Gull 
전공분야(Major) Financial Economics

세부연구분야(Research)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 Management,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Economics
석사학위과정(Master) Yale University Department Economics
박사학위과정(Doctor) Yale University Department Economics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Economics

대표저서(Books)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Coauthored, YulGok Press, 2011.8)
Economic Crisi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Coautho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Estimation of recovery of public fund and the redemption structure of financial 
sector(Coauthored,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03. 2)

대표논문(Theses

“An analysis of M&A incentive structure in Korea securities industry: No M&A puzzle” 
(Coauthored), Analysis of Korean Economy, Vol. 18, No. 3(2012. 12)
“Competition Structures of the Banking and Securities Industries in Korea”(Coauthored),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36, No. 2(2009)
“A study of reducing pro-cylicality: capital buffer and dynamic provisioning”(Coauthored), 
Analysis of Korean Economy, Vol. 15, No. 3(2009. 12)

Min, Geum Young 
전공분야(Maj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세부연구분야(Research)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 Business Statistics 

학사학위과정(Bachelor) Hyupsung University De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석사학위과정(Maste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박사학위과정(Docto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Stat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대표논문(Theses)

“Research on Assessment of Impact of Big Data Attributes to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Process,”(2013),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18 
No.3, pp.17-43 
“A study on the framework construction of disaster monitering and transmitting system based 
on smart-phone,”(2011),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13 No.2, pp. 31-42    
 

 Kim, Moon Joung
전공분야(Major) Organizational Behavior

세부연구분야(Research)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Resource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merican University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Literature

석사학위과정(Master)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Techno-MBA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American Literature
박사학위과정(Do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Organizational Behavior
담당과목(Subject) Organizational Behavior Leadership

대표논문(Theses
Kim, M. J., Choi, J. N., & Park, O. S. (2012). Intuitiveness and creativity in groups: Cross-level 
interactions between group conflict and individual cognitive styl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0, 14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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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OO, JU YOUN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Consumer Behavior, Brand Strategy
학사학위과정(Bachelo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Business
석사학위과정(Master)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rke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rketing
담당과목(Subject) Principles of Marketing  Consumer Behavior Marketing Research

대표논문(Theses

Ryoo, Juyoun & Chung Koo Kim(2013), “The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induced by Brand 
Experience on Enhancing Self Perception and Brand Loyalty,”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Vol. 28(Aug), 57-80.
Ryoo, Juyoun & Jin Q Jeon(2013), “How do foreign investors affect corporate policy?: 
Evidence from Korea,” InternationalReviewofEconomics&Finance, vol.25(Jan), 52-65.
Ryoo, Juyoun, Jae Weon Hong & Kyungyoung Ohk(2011), “The Influence of Self-perception on Consumer’s 
Positive Emotion, Preference, and Satisfaction,” ConsumerPolicyandEducationReview, Vol7(4),1-21.

Seo, Sung Won
전공분야(Major) Finance

세부연구분야(Research) Investments, Corporate Finance
학사학위과정(Bachelor) KAIST College of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석사학위과정(Master) KAIST College of Business Finance
박사학위과정(Doctor) KAIST College of Business Finance
담당과목(Subject) Financial Management Investments

대표논문(Theses)
“Investor sentiment and return predictability of disagreement,” Journal of Banking & Finance 
(SSCI), 42 (2014) 166–178 (Corresponding Author)
“주식형펀드의 파생상품 활용과 펀드위험 및 성과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게재승인 (제1저자)

 Song, HaeGeun 
전공분야(Major) Operations management

세부연구분야(Research) Production management, Service quality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Bache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Industrial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석사학위과정(Master) Sungkyunkwan University
Systems management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박사학위과정(Doctor) Sungkyunkwan University
Systems management 

Engineering
New Product development

담당과목(Subject) Business Mathematics
대표저서(Books) Song, H. G. and Park, Y-T., Quality resources on the Internet, SKKU, 2001.

대표논문(Theses)

Song, H. G.(2013), “Developing APC for Weighting Quality Attributes”, Journal of Sc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 36, No. 3, pp. 8-16.
Song, H. G.(2013), “Determining attribute importance using customer satisfaction index”, 
Journal of Sc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 36, No. 1, pp. 70-77.
Song, H. G. and Park, Y-T.(2012), “Wordings of the Kano model’s questionnai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Management, Vol. 40, No. 4, pp. 453-466.

Jeong,, Kapsoo 
전공분야(Major) Financial Accoun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Firm Valuation / Corporate Governance 
학사학위과정(Bachelo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Accounting
석사학위과정(Maste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박사학위과정(Doctor)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담당과목(Subject) 재무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Ⅰ, Ⅱ

대표논문(Theses)

“Determinants of Audit Committee’s Expertise: Focusing on Agency Problems and Monitoring 
Incentives,”(2013),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Vol.13 No.2, 
pp.71-9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Voluntary Formation of Nominating Committee: Focusing on Agency Costs 
and Monitoring Incentives,”(2013),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and Auditing, Vol.55 No.1, p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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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course ID)

교과목명(Course Title) 학점
(Credits)

이론
(Lecture)

실습
(Exercise)

전공구분
(Specification)

이수대상
(Recommend 

Years)

개설학기
(Openning 
Semester)

비고
(Others)한글 영문

DBA2001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 3 　 basic 1 1,2　 　
DBA2002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3 3 　 basic 2 1,2 　
DBA200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basic 2 1,2 　
DBA2004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basic 2 1,2　 　
DBA2006 경영정보론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 3 　 basic 2 1,2 　
DBA2008 Career Plan Career Plan 3 3 　 basic 1 1,2　 　
DBA2009

Business English 
Debate1

Business English Debate1 3 3 　 basic 1~2 1,2　 　
DBA2010

Business English 
Debate2

Business English Debate2 3 3 　 basic 1~2 1,2　 　
DBA2011 경영수학 Business Mathematics 3 3 　 basic 1 1,2 　
DBA2012 경영경제 Business Economics 3 3 　 basic 1 1,2 　
DBA201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basic 2 1,2
DBA2014 회계원리 Principle of Accounting 3 3 basic 1 1,2
DBA2015 경영통계 Business Statistics 3 3 basic 1 1,2
DBA2016 중급회계1 Intermediate Accounting 1 3 3 basic 2 1,2　
DBA4001 졸업논문연구 Graduation Thesis 1 1 specialized 4 1,2
MGT4027 거시조직이론 Macro-Organization Theory 3 3 　 specialized 3~4 1 　
MGT4028 기술혁신경영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1　 　
MGT4030 서비스운영관리 Service Operation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2　 　
MGT4032 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3 3 　 specialized 3~4 1　 　
MGT4033 금융론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3 3 　 specialized 3~4 1　 　
MGT4034 투자론 Investments 3 3 　 specialized 3~4 1　 　
MGT4035 선물옵션 Futures and Options 3 3 　 specialized 3~4 2　 　
MGT4071

브랜드관리
(캡스톤디자인)

Brand Management 
(Capstone Design)

3 3 specialized 3~4 1　
MGT407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캡스톤디자인)

Marketing communication 
(Capstone Design)

3 2 1　 specialized 3~4 1　 　
MGT4041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3 3 　 specialized 3~4 1　 　
MGT4043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specialized 3~4 2　 　
MGT4046 리더십 Leadership 3 3 　 specialized 3~4 2　 　
MGT4047 윤리경영 Business Ethics 3 3 　 specialized 3~4 2　 　
MGT4049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specialized 3~4 1,2　 　
MGT4051 국제경영학 International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1,2　 　
MGT4052 창업론 Entrepreneurship 3 3 　 specialized 3~4 1,2 　
MGT4053 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2 　
MGT4054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 Logistics

3 3 　 specialized 3~4 1　 　
MGT4055

멘토프로그램
(국제경영멘토링)

Mentor Program 
(International Business)

1 1 　 specialized 3~4 1,2　 　
MGT4059 글로벌운영전략 Global Operation Strategy 3 3 　 specialized 3~4 2　 　
MGT4061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3 3 specialized 3~4 2

MGT4062 기업가치평가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

3 3 specialized 3~4 2

MGT4063 마케팅리서치 Marketing Research 3 3 specialized 3~4 1,2
MGT4064 유통전략 Marketing Channel Strategy 3 3 specialized 3~4 2
MGT4065 고용관계론 Employment Relations 3 3 specialized 3~4 1
MGT4066 조직커뮤니케이션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3 3 specialized 3~4 1
MGT4067 경영사례분석 Business Case Analysis 3 3 　 specialized 3~4　 1,2 　
MGT4068

신상품개발 및 
가격전략

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icing Strategy

3 3 　 specialized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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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course ID)

교과목명(Course Title) 학점
(Credits)

이론
(Lecture)

실습
(Exercise)

전공구분
(Specification)

이수대상
(Recommend 

Years)

개설학기
(Openning 
Semester)

비고
(Others)한글 영문

MGT4069 채권론 Fixed Income Securities　 3 3 　 specialized 3~4　 2 　
MGT4070 금융사례분석

Case Studies and Policy 
Issues in Finance　 3 3 　 specialized 3~4 2 　

ACG2003 세무입문 Introductions to Tax Law 3 3 basic 2 1
ACG2008 기업법 Business Law 3 3 basic 2 2
ACG4003 고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2
ACG4004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2
ACG401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1
ACG4013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 3 specialized 3~4 1
ACG4014 중급회계2 Intermediate Accounting 2 3 3 specialized 3~4 1
ACG4015 회계감사 Auditing 3 3 specialized 3~4 1
ACG4017 세무회계 Tax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2

ACG4018 정부회계 Governmental Accounting 3 3 specialized 3~4 2
CPA특
화과정

ACG4019 재무회계사례연구
Financial Accounting Case 
Study

3 3 specialized 3~4 1
CPA특
화과정

ACG4020
원가관리회계사례
연구

Management Accounting 
Case Study

3 3 specialized 3~4 1
CPA특
화과정

ACG4021 세무회계사례연구 Tax Accounting Case Study 3 3 specialized 3~4 2
CPA특
화과정

ACG4022 회사법판례연구 Business Law Case Study 3 3 specialized 3~4 1
CPA특
화과정

ACG4023 회계감사사례연구 Auditing Case Study 3 3 specialized 3~4 1
CPA특
화과정

MIS2010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IoT and Big Data 3 3 basic 전체 1,2

MIS4011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2　
MIS4038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2
MIS4047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3 3 specialized 3~4　 1
MIS4048 e-비지니스 e-Business Management 3 3 　 specialized 3~4　 1　 　

인턴십 Internship 3 4 specialized 3~4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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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s Basic Courses Advanced Courses

Marketing
Consumer Behavior,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Communication, Brand Management, 

Service Marketing, Marketing Channel Strategy, 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icing Strategy
Organization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Leadership, 
Macro-Organization Theory, Employment Relations

Operations

Management Science,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 Logistics

Global Operations Strategy,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Finance
Investments, 

Corporate Finance

Futures and Options,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Fixed Income Securities,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 

Case Studies and Policy Issues in Finance

Accounting

Cost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Introductions to Tax Law, 
Intermediate Accounting 2

Tax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dvanced 
Accounting, Auditing

MIS e-Business, Business Intelligenc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 Knowledge Management

General 
Management

Business Ethics, Management Strategy, International Management, Entrepreneurship, 
Business Law, Business Case Analysis, Graduation Thesis, Business English Debate 1, 

Business English Debate 2, Career Plan
Specialized 
Courses for 

CPA*

Governmental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Case Study, Tax Accounting Case Study, 
Management Accounting Case Study, Business Law Case Study, Auditing Case Study

※ Specialized courses can be taken by only the students who mee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회 이상 합격자

   - 공인회계사반 선발시험에 1회 이상 합격자

   - 금융감독원에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영어성적 확인을 받은 자

   - 금융감독원에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학점이수과목 확인을 받은 자

 선ㆍ후수 교과목

학수번호
(course ID)

교과목명(Course Title) 학점
(Credits)

이론
(Lecture)

선수 교과목(Prerequisite)

한글 영문 한글 영문
DBA200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DBA2004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회계원리, 경영통계 Principles of Accounting, 
Business statistics

DBA201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경영수학, 경영통계 Business Mathematics, 
Business statistics

DBA2016 중급회계1 Intermediate Accounting 1 3 3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MGT4027 거시조직이론 Macro-Organization Theory 3 3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MGT4028 기술혁신경영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3 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MGT4030 서비스운영관리 Service Operation Management 3 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MGT4032 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3 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MGT4033 금융론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3 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MGT4034 투자론 Investments 3 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MGT4035 선물옵션 Futures and Options 3 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MGT4071 브랜드관리 
(캡스톤디자인)

Brand Management 
(Capstone Desing) 3 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MGT407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캡스톤디자인)

Marketing communication 
(Capstone Desing) 3 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MGT4041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3 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MGT4043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MGT4046 리더십 Leadership 3 3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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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양(학문기초) PRI4001 미적분학 및 연습 1 3 복수전공자에 한하여 경영수학 

대체과목으로 인정경제학과 ECO2001 경제수학 3
통계학과 STA2017 수리통계학1 3

복수전공자에 한하여 경영통계 
대체과목으로 인정

교양(학문기초) PRI4023 확률 및 통계학 3
경제학과 ECO2002 경제통계학 3

사회과학대학 대학전공기초 SSC2002 경제학개론 3
복수전공자에 한하여 경영경제 

대체과목으로 인정
경제학과 ECO2007 미시경제원론 3
경제학과 ECO2008 거시경제원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학수번호
(course ID)

교과목명(Course Title) 학점
(Credits)

이론
(Lecture)

선수 교과목(Prerequisite)

한글 영문 한글 영문
MGT4053 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MGT4054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 Logistics 3 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MGT4059 글로벌운영전략 Global Operation Strategy 3 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MGT4061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3 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MGT4062 기업가치평가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 3 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MGT4063 마케팅리서치 Marketing Research 3 3 경영통계, 
마케팅원론

Business statistics, 
Principles of Marketing

MGT4064 유통전략 Marketing Channel Strategy 3 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MGT4065 고용관계론 Employment Relations 3 3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MGT4066 조직커뮤니케이션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3 3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MGT4068 신상품개발 및 
가격전략

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icing Strategy 3 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MGT4069 채권론 Fixed Income Securities　 3 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MGT4070 금융사례분석 Case Studies and Policy 
Issues in Finance　 3 3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론
Corporate Finance, Investment,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ACG2003 세무입문 Introductions to Tax Law 3 3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ACG4003 고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3 3 중급회계2 Intermediate Accounting 2
ACG4004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3 3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ACG401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 3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ACG4013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 3 중급회계1 Intermediate Accounting 1
ACG4014 중급회계2 Intermediate Accounting 2 3 3 중급회계1 Intermediate Accounting 1
ACG4015 회계감사 Auditing 3 3 중급회계1 Intermediate Accounting 1
ACG4017 세무회계 Tax Accounting 3 3 중급회계1 Intermediate Accounting 1

MIS4011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 3 경영정보론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4038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3 3 경영정보론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4047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3 3 경영정보론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4048 e-비지니스 e-Business Management 3 3 경영정보론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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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ourse Description]

DBA2001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경영학의 개념을 배우고, 실제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영학의 
각 세부분야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 향후 경영관리자, 나아가서는 CEO로써 경영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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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기업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과 기업의 운영상에서 주요 관심사를 학습하며, 조직에서 개인의 특성과 
역할, 집단에서의 행위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의 유형 등을 교육한다. 학습의 형태는 주로 토론식 강의로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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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200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선수과목: 경영학원론)
마케팅원론은 기업을 비롯한 제 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거시적 입장을 취한다. 이 활동은 
사회, 경제적으로 집약 화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사회 전체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본 강의는 이 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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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선수과목: 회계원리, 경영통계)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한 자본시장 중심적 이론체계의 기초를 이해함을 학습목표로 하며, 강의의 내용
으로는 순현재가치(NPV)의 개념, 자본예산편성을 이용한 투자안 평가방법, 금융자산의 평가이론(자본자산
가격결정이론, 재정가격결정이론, 옵션가격결정이론), 자본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및 최
적 자본구조, 배당정책, M&A등을 학습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Accounting, Busines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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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2006 경영정보론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본 과목은 기업들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보기술을 응용하는 분야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정보기술의 주된 
역할이 조직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과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기능
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을 위한 주요과정을 학습한다. 본 과정에서는 경영정보를 통하여 재무, 마케



377경영학부

06

경
영
대
학

팅과 고객관계 관리와 같은 기업기능과 업무연계를 이해한다. 본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실제사례와 실습
을 거쳐 실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본과정은 미국 경영학 인증 프로그램 AACSB 평가 절차에 따라 학습
하고 각 장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Thiscourse isdesignedtocoverareaonapplicationof informationtechnologytobusinessfirms to achieve 
corporate objectives. Information systems are one of the major tools available to business managers for 
achieving operational excellence, developing new product and services, and improving decision making. 
Thiscourse focusesontherelationshipamongbusinessfunctionssuchasfinance,marketingandcustomer
relationships through information systems.Thestudents’ ability toapply thematerials toreal-world
scenarios is enhancedthroughaseriesof exerciseandcasestudies. It is also attempted to design this 
course to support AACSB effort to encourse assessment based education. It is designed to identify 
student learning objectives and anticipated outcomes for each chapters.

DBA2008 Career Plan

학업과 커리어에서 탁월성을 이루는 방법을 감성스킬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성취함. 한국에서는 동국대 경
영대에서 3년전 최초로 개설한 EQ학습을 통한 학업과 커리어 성공 학습. 미국 Texas A&M 대학을 비롯한 
10여개 대학에서 감성스킬 진단과 학습모델로 채택한 교재를 사용함. 

This course is to help develop a successful career plan through a emotional skill and self-directed 
learning. EQ study will be conducted to develop a career success. Students will use a popular 
textbook related to emotional skill diagnosis and self-directed learning model.  

DBA2009 Business English Debate1

본 강좌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학생들이 토론, 연구, 협상 등을 영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rimary of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epare students to be able to confidently and 
successfully function in a business English environment, and enabling them to debate, research, 
negotiate, facilitate, think critically and creatively in English.

DBA2010 Business English Debate2

본 강좌의 목적은 영어로 의사소통, 설득,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본 강좌는 최근 이슈와 
사건을 통해 토론 기술과 의사소통, 협상 기술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역할 수행, 토론, 
팀 과제 등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communication, persuasion and negotiation skills 
in English.  This course is designed to follow Principles and Practice (DBA 2009) and will focus on 
integrating argument techniques with appropriate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exercises in a 
context of current issues and events. To the extent possible, this will be class where you will be 
involved in role plays, active discussions, debates and teams to analyze and solve issues.

DBA2011 경영수학 Business Mathematics

본 교과목은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수학적인 기법들 전반에 걸친 소개를 다룬다. 경영/경
제 관련 주제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필요한 주된 내용으로 대수학과 미적분학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give a brief overview of some of the main mathematical techniques used in 
economics and management. This course mainly deals with the topics of algebra and calculus for 
basic understanding of management and economics

DBA2012 경영경제 Business Economics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기업 재무 및 경영 활동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거시경제학 및 미시경
제학의 기본 개념, 언어, 그리고 분석 툴들에 익숙해지도록 이끈다. 수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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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경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 초점을 맞춘다. 즉 소비자, 작업자, 제조기업, 정부, 그리고 투입물과 산출
물 간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의 이들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두 번째 부분은 통합적 경제활동을 다루
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문제들을 조사한다. 또한 경제의 성장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다. 다시 말해 이 수업은 경영상의 의사결정문제들에 중점을 두며 경제학의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툴들의 조
사 및 분석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이론, 생산 및 비용 이론, 시장구조, 가격결정, 그리고 수익전략 
등이 있다. 경영상의 사례분석도 함께 진행된다.

This course familiarizes students with the basic concepts, the language and the analytical tools of 
microeconomic and macroeconomic theory in order to enhance decision-making in business and 
finance. The course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focuses on the component parts of our 
economic system: consumers, workers, production enterprises, governments, and the interactions 
of these entities in markets where the prices of outputs and inputs are determined. The second part 
covers aggregate economic activity and looks at the problems of inflation and unemployment. It 
analyzes the role of government in controlling the growth of the economy. In other words, this 
course deals with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theoretical and analytical tools of economics, 
with emphasis upon their application to business decision problems. Topics include demand theory, 
production and cost theory, market structure, price determination, and profit strategies. Case 
studies of managerial situations will be examined.

DBA2013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선수과목: 경영수학, 경영통계)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기업경영의 양대 기능의 하나인 생산/운영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제품 및 서비스 생산시스템의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생산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는 생산
전략, 수요예측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공정의 설계, 생산능력의 결정, 생산설비의 선정, 시설 및 공장입지, 
시설 및 설비의 배치, 직무 및 작업장법의 설계 작업측정시스템 등을 다룬다. 생산시스템의 운영/관리에서는 
생산계획, 일정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를 다룬다. 

(Prerequisite: Business Mathematics, Busines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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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2014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본 과목에서는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회계수순을 공부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재무제표가 재무정보 이용자들
에게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또한 현업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재무회계의 기본 원칙을 응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울 것이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basic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accounting cycle to motivate students to 
understand how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as sound users of financial information. This course 
will also emphasiz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to the real world of business.

DBA2015 경영통계 Business Statistics

이 코스는 비즈니스 관리(경영 의사결정)를 위한 다양한 통계 모델을 소개하며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첫째로, 학생들은 통계의 기본 이론과 확률분포, 가설, 테스트, 분산분석, 시계열예측,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학습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비즈니스 맥락(영업, 생산, 물류, 고객관리 등)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과목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결론을 추론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요약 할 수 있도록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실습을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tatistical models for business management. First, students will study basic 
theory of statistics; distributions, hypothesis, testing, analysis of variance, time series, simple 



379경영학부

06

경
영
대
학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etc. Then students will learn how to apply these theories in a 
business context.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will utilize Softwar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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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2016 중급회계 1 Intermediate Accounting 1

(선수과목: 회계원리)
회계원리와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개념적인 구조, 회계원칙 및 복잡한 실무적
인 문제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며, 특히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과 유용성, 유가증권 회
계, 재고자산 회계,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회계, 사채를 포함한 부채회계 등을 강의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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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4001 졸업논문연구 Graduation Thesis

본 교과목은 졸업요건 중의 하나인 졸업논문의 작성을 위한 강좌다. 본 강좌에서는 경영 사례 또는 경영 관련 
이슈를 주제로 선택하고 경영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의 졸업논문 작성 과정을 지도하고 최종 결과물인 졸업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다.

This course is to help senior students prepare for their graduation thesi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elect one topic related with management theory or business cases, research and analyze the 
topic, and then propose a creative solution/view to the topic. Students will submit their graduation 
theis as the final outcome of this course, which will be evaluated by the professor.

MGT4027 거시조직이론 Macro-Organization Theory

(선수과목: 조직행위)
거시조직이론은 첫째, 조직이론의 변화를 살펴보고, 둘째, 각각의 조직이 추구하는 조직목표에 따라 가장 적
합한 조직형태를 설계하기 위하여, 조직의 기본원리와 구조(분화와 통합, 권한과 책임, 공식화와 비공식화)
와 기본변수(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그리고 환경, (정보)기술, 규모 등의 상황요인을 연구한다. 이에 따라 
종적조직, 횡적조직, 네트워크조직 및 매트릭스 조직 등의 특성과 설계를 학습한다. 셋째, 조직의 동태적 변
화를 조직성장, 혁신, 조직변화관리, 조직학습, 조직문화 및 조직의 쇠퇴와 변천의 차원에서 알아본다. 

(Prerequisite: Organizati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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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28 기술혁신경영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선수과목: 운영관리)
기업경쟁에서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기술 중심의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좌는 기술전략 수립 및 실행에 따르는 제반 의사결정과정과 경영 현안들을 
분석하며, 기술경영의 최근 사례와 이론, 경영기법들을 소개한다. 본 강좌에 다룰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경영
의 획득, 기술전략, 하이테크 마케팅, 신제품 개발 관리, 연구관리, 혁신역량 개발 등이고 기타 기술경영의 
이슈들을 학습한다. 

(Prerequisit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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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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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into processes and products. Topics Include technology 
evaluation, transfer, development, integration, innovation.

MGT4030 서비스운영관리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선수과목: 운영관리)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대부분의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서비스는 기존의 제조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때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서비스의 개념,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 경쟁전략, 서비스 기업의 운영전략 및 운영관리 
시스템 등 서비스 경영에 적합한 경영원칙 및 방법들을 학습하게 된다.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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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32 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선수과목: 재무관리)
기업이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국제적으로 자본
조달, 자본구조, 기업가치평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을 학습함으로써 기업이 행하고 있는 재
무활동에 대한 실무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Prerequisite: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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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33 금융론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선수과목: 재무관리)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역할, 종류, 구조 등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이자율결정이론,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메커니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기관, 기타 금
융기관의 유형과 업무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금융 제도의 변천과정 및 금융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Prerequisite: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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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론 Investments

(선수과목: 재무관리)
현대 증권시장에 있어서 주식, 채권, 옵션, 선물 등의 금융자산들의 평가, 포트폴리오의 개별종목, 선택방법, 
투자관리 및 성과 평정 등에 관한 이론과 기법들을 다룬다.

(Prerequisite: Financial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cquaint the student with what will be useful to any player in the 



381경영학부

06

경
영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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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35 선물옵션 Futures and Options

(선수과목: 재무관리)
최근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기본구조 및 가격결정 이론에 대해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차익거래 및 해지거래, 이항옵션모형과 BLACK-Scholes 모형, 그리고 
리얼 옵션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 등을 통해 위험관리의 기법을 배운다. 

(Prerequisite: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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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71 브랜드관리(캡스톤디자인) Brand Management(Capstone Design)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본 강좌는 브랜드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형 팀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브랜드관리관련 창의적 문제해결
력, 팀웍 및 리더십을 함께 배양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rketing)
This course aims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based on overall comprehensions of brand management 
theories. Students experience field-oriented team projects which can improve creativity, teamwork, 
and leadership related to brand management demanded in our society and various industries.

MGT4072 마케팅커뮤니케이션(캡스톤디자인) Marketing Communication(Capstone Design)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광고전략 및 판촉전략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 이론을 학습하고 마케팅, 소비자 행동분석 및 
시장조사론 등 연계학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시킨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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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41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제조업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진 서비스기업에서 요구되는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서비스접점에서 고
객과의 관계결속을 발전유지 시킬 수 있는 고객 지향적 사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고찰하며, 이를 통해 
고객 가치의 강조와 고객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론을 이해와 실무적 이해를 논의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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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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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4043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오늘날 기업의 시장성공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적용과 영향변수들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를 위한 소비자 
행동론의 접근 모델은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만 분석, 평가 및 Marketing-Mix수단과 기타 환경요소에 
대한 반응 등 주된 요소들도 파악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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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46 리더십 Leadership

(선수과목: 조직행위)
급속한 내/외적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관리 활동상에서의 역동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과
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요구되는 역동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유지와 변화에 관련된 
패러다임과 이론 및 기법을 다루게 된다. 개인수준에서의 인지 심리학적 접근법을 망라하게 될 이과  을 수강
함으로써 학생들은 실제 기업에게 기업환경의 역동성을 어떻게 제반인사기능들의 객체가 되는 창의력 및 지
식, 구성원의 태도와 조직문화, 기술/기능, 관리프로세스로 구현하고 있지를 학습하게 되며 인사전문가 혹은 
최고경영자가 잦추어야 할 지적 소양과 관리자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Prerequisite: Organizati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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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47 윤리경영 Business Ethics

경영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학을 종합하는 과
목으로 기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학습한다. 또한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토의와 과제가 진행되어 집단구성원간의 팀워크와 리더십의 함양도 본 강의의 중요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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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49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경영전략에 대한 이론 강의, Case Study, 토론 및 Business Game 등을 통하여, 경영자로서 상황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전략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략
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의 목표이다. 각론 과목의 이론들을 실제적 경영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영상황에 대한 분석등력 및 전략적 대응 능력 함양에 과목의 초점을 맞춘다. 특히 조직의 경영성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기능 간 통합적 측면의 전략적 전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이를 위
해 경쟁전략에 관한 이론, 경쟁우위 분석방법, 각종 전략의 수립, 전략적 경영의 실천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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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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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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51 국제경영학 International Management

국제기업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자원의 배분, 해외시장의 정보, 투자풍토 등 기업경영의 국제성과 
급격히 확대되어가는 기업의 국제활동에서 발생되는 제 경영관리문제를 교수하며, 특히 WTO체제의 출범이 
국제 경영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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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52 창업론 Entrepreneurship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에 대한 기초이해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창업 후 성장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실무적 경험을 축적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Social 
Entreprenuership에 대해서도 학습함으로써 Entrepreneurship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a fundamental knowledge of Entrepreneurship. It provides students 
an overview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s how to start and maintain a venture business.  
In addition, this class is to study social entrepreneurship influencing individual as well as society. 

MGT4053 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선수과목: 조직행위)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작업으로써 이론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얻고 기존 연구들의 
장, 단점을 살펴본다. 인사관리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서구의 이론들을 한국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행조건을 파악한다. (문헌연구와 집단과제) 

(Prerequisite: Organizati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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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Koreancompanies adapt theories from U.S and Europe to be compatible with their unique 
characteristicsand environments.

MGT4054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 Logistics

(선수과목: 운영관리)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물류와 공급사슬관리와 관련한 최근 전략과 전술을 다룬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상품수명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기업들에게 매우 차별화된 경쟁우위전략으
로써의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Prerequisite: Operation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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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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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4055 멘토프로그램:국제경영멘토링 Mentor Program : International Business

학생들의 꿈과 희망(내가 좋아하는 일, 보람 있는 일, 그 일을 함으로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 짐으로
서 더불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 꿈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전해 
나가야 하는지의 방법론을 개별학생들과의 개별 또는 집단면담 토론 현장학습 등을 통해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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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59 글로벌운영전략 Global Operations Strategy

(선수과목: 운영관리)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 발전, 진화되는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Global 
Operations Strategy은 글로벌화된 자원, 기술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전략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end-to-end 공급망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관리에 초점을 둔다. 본 과목의 목적은 글로벌
화된 공급망 관리, 즉 자원, 서비스 및 정보의 end-to-end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과 이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및 도구에 대하여 학습하고,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데 있다. 또한  end-to-end 네트워크의 효과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의 전략적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Prerequisite: Operations Management)
The business environment will continue to be in a state of constant change driven by three major 
factors: technology, evolving economies and global competition. This course address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y with an emphasis on the management of resources, 
technologies and operational systems.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end-to-end supply and 
service chains will be a core topic of interest. We will begin by reviewing the major frameworks 
for strategy development so as to understand the role of technology and operations in competition. 

MGT4061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선수과목: 운영관리)
경영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기업의 내부·외부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는데 단순
한 경험이나 직관적인 방법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본 강좌는 생산/운영, 재무, 유
통 및 인사 등 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과학적 분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해결
하는 방법과 그 응용사례를 배운다. 

(Prerequisite: Operation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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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62 기업가치평가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

(선수과목: 재무관리)
글로벌 하에서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과거 경영성과 분석과 미래전망을 고려한 기업가치 
평가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와 자본시장지표, 기타 경영자료 및 산업정보를 이용하여 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부실예측, EVA 등 기업의 가치평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M&A 분석, 증권 
및 신용분석 기법 등을 학습한다.

(Prerequisite: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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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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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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63 마케팅리서치 Marketing Research

(선수과목 : 경영통계, 마케팅원론) 
마케팅 조사의 필요성, 목적, 활용방안 등을 소개하고, 마케팅 관리자와 조사자간의 상호관계 및 책임, 마케
팅 정보원, 과학적 방법과 조사과정을 알아보고, 설문지 설계 및 측정방법, 표본추출의 개념과 응용,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방법 등을 이해한다. 

(Prerequisite: Business Statistics, Principles of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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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64 유통전략 Marketing Channel Strategy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본 과목에서는 공급업체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을 하는 전반적인 유통경로의 구조와 기능
을 살펴보고, 유통경로상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유통전략을 고
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통경로사의 물류흐름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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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65 고용관계론 Employment Relations

(선수과목: 조직행위)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노동문제의 발생과 이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달과
정에 따른 노사문제의 배경을 이해한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최근의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환경변화를 이해하여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해본다.

(Prerequisite: Organizati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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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T4066 조직커뮤니케이션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선수과목: 조직행위)
커뮤니케이션은 집단과 조직을 생성/유지/변화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활동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주체(즉, 개인, 집단, 및 조직수준)와 환경과의 
역동적인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행태와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이 강좌는 개인 간, 집단 
간, 집단 내, 및 조직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하기위해 설계되
었으며, 조직상황하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조직상황에서 학생들
이 직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Prerequisite: Organizational Behavior)
Organizations can be viewed as both communicative creations and as structures that constrain 
communication.  Considering that communic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maintaining, 
and maneuvering an organization in a positive way, a manager’s career success is largel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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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is/her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on communication.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way communication operates within 
dyads, work groups, and organizations. The intent is to give you theoretical and empirical 
underpinnings for the communication you will undoubtedly participate in when you move into work 
environment,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within your groups.   

MGT4067 경영사례분석 Business Case Analysis

본 교과목은 캡스톤 과목으로 경영학과 관련된 최신 사례들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강좌이다. 이 과목을 통해
서 학생들은 복잡한 경영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리적 사고와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해
결력을 기를 수 있다. 

This course, as a capstone class, is to discuss and analyze current business related cases. Students 
will improve their creative thinking and solution for business related issues through logical 
thinking and integrated investigation.

MGT4068 신상품개발 및 가격전략 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icing Strategy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이 과목은 신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제품의 장기적
인 성공을 위한 신제품개발과정의 초기단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어떻게 전반적인 신제품 개발과정을 
관리하고, 어떻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여 이를 제품으로 전환시키고, 어떻게 제품디자인을 통해 전반
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신상품의 최적 가격결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방법론들을 배움으로써 마케팅관리자에게 필수적인 가격책정전략을 이해하고자 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rketing)
The course places emphasis on developing specific marketing strategies to support the creation and 
launch of new products and to successfully manage new products for long-term success. 
Specifically, this course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How to manage the entir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how  can the voice-of-the-customer be “heard” and then “translated” into 
actual product, and how can product design be used to enhance the value proposition. In addition, 
by understan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methods for optimal pricing decisions, this course offers 
important managerial tools for pricing strategies.

MGT4069 채권론 Fixed Income Securities

(선수과목: 재무관리)
채권 및 다양한 채권관련 금융상품에 대하여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채권시장의 구조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채권가격 결정방법과 금리의 기간구조이론, 듀레이션, 컨벡서티, 및 이를 이용한 채권투자전략 및 
금리위험 면역전략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채권의 신용위험, 구조화채권 및 채권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Prerequisite: Financial Management)
The course covers the valuation of a wide variety of fixed income securities and derivatives 
including pure discount bonds, coupon bonds, forwards and options on fixed income securities, 
interest-rate swaps, floating-rate notes, and mortgages. The course focuses on analytic tools used 
in bond portfolio management and interest rate risk management. These tools include yield curve 
construction, duration and convexity, and formal term structure models. 

MGT4070 금융사례분석 Case Studies and Policy Issues in Finance

(선수과목: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론)
이 과정은 재무 금융 부문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론 등의 주요 개념
과 원칙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수강생들은 또한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
해서도 토론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 강좌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토론이나 팀 프로젝트 또는 개인 프로젝
트로 구성된다. 본 강좌의 선수 강좌는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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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equisite: Corporate Finance, Investments,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This course examines a variety of applied topics in finance. By employing a case study approach 
focusing on complex problems, student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principles in 
corporate finance, investment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Students will also discuss hot policy 
issues in financial markets and industry. In the course, students are required to do many individual 
or group projects and class discussion. The prerequisites for this course are corporate finance, 
invest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ACG2003 세무입문 Introductions to Tax Law

(선수과목: 회계원리)
일상의 경제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지식을 단계적으로 습득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현행 주요 세법의 기본체계를 학습하고, 경영활동에 따른 의사결정 시에 고려하여야 할 제 세무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정책입안자와 양측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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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2008 기업법 Business Law

기업의 경영자 및 회계담당자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내재적 제약으로서의 기업윤리를 공부하며, 기
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환경요소인 기업관련법률을 포괄적으로 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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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4003 고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선수과목: 중급회계 2)
Partnership 조직, 운영 및 청산과 관련된 회계, 기업합병회계, 연결회계, 중간보고회계, Segment 
Reporting, 다국적 기업의 회계. 기업의 청산과 재조직회계, 정부 및 비영리기관회계, 예측회계, 기타 특수
업종의 회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Prerequisite: Intermediate Account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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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4004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선수과목: 회계원리)
경영계획, 의사결정 및 통제를 위한 회계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하고, 이의 이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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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ounting systems, cost 
control, and the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short- and long-term management decision problems.

ACG401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선수과목: 회계원리)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을 포함한 제조원가계산과 CVP분석 등을 
포함한 의사결정 정보산출에 대한 기법을 이해시킨다. 



388 2015 Course Catalog

(Prerequisite: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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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4013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선수과목: 중급회계 1)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의 분석, 재무제표와 증권시장과의 관계분석, 재무
제표에 포함된 각종 자료의 횡단면분석과 시계열분석, 회계처리방법이 재무자료에 미치는 영향분석, 재무정
보를 이용한 각종 예측 등 재무정보의 분석기법과 이와 관련된 기초적 개념들을 강의한다.

(Prerequisite: Intermediate Account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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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4014 중급회계 2 Intermediate Accounting 2

(선수과목: 중급회계 1)
중급회계(1)에서 강의하지 못한 소유주지분 회계, 현금흐름표, 오류의 수정, 리스회계, 주당 순이익, 전환증
권과 현가평가, 회계변경 회계, 리스회계 등을 강의한다.

(Prerequisite: Intermediate Account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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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4015 회계감사 Auditing

(선수과목: 중급회계 1)
경제적 사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감사의 조사과정과 보고과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Prerequisite: Intermediate Account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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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4017 세무회계 Tax Accounting

(선수과목: 중급회계 1)
본 과목에서는 기업의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세금에 대해 논의해 본다. 현금과 재산일체, 기업의 과세와 
기업이 누적소득에 따른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해 다룰 것이다. 또한 본 기업에 대한 소득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다 넓혀, 기업의 소득과세법과 이로 인한 기업의 조직화, 자본화, 기업의 정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
는지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Prerequisite: Intermediate Account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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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course extends the 
basic knowledge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This course aims at acquiring an i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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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laws affecting the organization, capitalization, taxation, 
and termination of corporations.

ACG4018 정부회계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 과목은 정부에서의 회계관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와 조정을 위한 기록의 
중요성, 공문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배운다. 또한 일반적인 현업에서의 회계관행와 정부회계 사이의 차이점
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Government Accounting provides basic knowledge of government accounting practices, budget 
preparation and the importance of records for accounting and control, and auditing of public records. 
It also distinguishes between government accounting practices and those of general accounting.

ACG4019 재무회계사례연구 Financial Accounting Case Study

본 과목에서는 재무회계의 핵심원리에서 좀 더 나아가 현업에서의 재무회계 사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보고 토론하며 재무회계와 관련한 기법과 기술에 대해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to extend the core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 to the practical financial 
accounting cases. It uses various cases and discussion to acquire financial accounting related 
techniques and skills.

ACG4020 원가관리회계사례연구 Management Accounting Case Study

본 과목에서는 관리회계의 핵심원리에서 좀 더 나아가 현업에서의 관리회계 사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보고 토론하며 관리회계와 관련한 기법과 기술에 대해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to extend the core management accounting principles to the practical management 
accounting cases. It uses various cases and discussion to acquire management accounting related 
techniques and skills.

ACG4021 세무회계사례연구 Tax Accounting Case Study

본 과목에서는 세무회계의 핵심원리에서 좀 더 나아가 현업에서의 세무회계 사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보고 토론하며 세무회계와 관련한 기법과 기술에 대해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to extend the core tax accounting principles to the practical tax accounting cases. 
It uses various cases and discussion to acquire tax accounting related techniques and skills.

ACG4022 회사법판례연구 Business Law Case Study

본 과목에서는 기업법의 핵심원리에서 좀 더 나아가 현업에서의 기업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보고 토론하며 기업법과 관련한 기법과 기술에 대해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to extend the core business law principles to the practical business law cases. It uses 
various cases and discussion to acquire business law related techniques and skills.

ACG4023 회계감사사례연구 Auditing Case Study

회계감사의 기초개념 및 기본이론을 이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계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복잡한 
환경하에서의 감사이론과 실무를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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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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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2010 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 IoT and Big Data

본 교과목은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시대를 고찰하고, 이로부터 비즈니스 의사결정 품질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혁신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최근의 센서기반 모바일 시대와 빅데이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비즈니
스 환경까지 급변시켜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까지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는 이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본 강좌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비즈니스환경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In this course, Iot and Big data Era will be studied, and will discuss the business innovation to 
increase decision quality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The recent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wireless sensors, mobile, and Big data made people and business change their behavior 
and decision processes. Even it is expected the upcoming IoT Era will make these changes deeper. 
To prepare future business environment, the relationships between IoT, Big Data, and business will 
be discussed.

MIS4011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선수과목: 경영정보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고객관계관리와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학습
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업이 이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기업의 제반 경영활
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재된 자료와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속･정확한 경영의사결정을 위
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Students will learn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that supports 
marketing activities. Through case study, student will also study how to use tho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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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es.

MIS4038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선수과목: 경영정보론)
이 강좌는 현대사회의 지식경영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고자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이다. 학생들은 
지식경영의 기초가 되는 개념, 이론, 그리고 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지식경영 솔루
션을 구성하는 시스템과 구조 그리고 이러한 지식경영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과정도 
학습한다. 궁극적으로,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현대시대의 첨단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는 경영지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 하게 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is course is targeted toward students who seek detailed insights into contemporary knowledge 
management(KM). It explains the concepts, theories, and technologies that provide the foundation 
for KM, the systems and structures that constitute KM solutions, and the processes for developing 
and deploying these KM solutions. So, this course will be helpful for students acquire the relevant 
suite of managerial, technical, and theoretical skills for managing knowledge in the modern 
business environment.

MIS4047 전사적자원관리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선수과목: 경영정보론)
본 강의에서는 전사적자원관리의 기본 개념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기술 등
을 강의한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자원 통합관리와 경영혁신 도구로서의 역할을 학습한다. 또
한 고객관계관리와 공급망관리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한 확장 전사적관리시스템의 개념을 학습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concept o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nd support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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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s.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the rol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resource using ERP systems. This course also covers the concept of 
extended ERP systems through the integration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nd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s.

MIS4048 e-비지니스 e-Business

(선수과목: 경영정보론)
본 강의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인터넷 상의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학습한다. 또한, 주요 인터넷 기업의 성공요인과 이를 지원하는 특유의 정보기술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이비즈니스 경영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Prerequisite: 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is course introduces several types of the e-business models and supporting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them. In addition,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success factors of internet 
business model and unique information technologies with case-orien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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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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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생명과학은 자연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을 대상으로 그 구성과 생명현상의 본질을 연구하여 

인류생활 향상을 위해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영역으로서, 생명과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생명현상을 탐구

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에 

밝혀진 첨단 생명과학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다양한 연구 분야와 생명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습의 효율과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 교과과정은 강의와 

실험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에도 각 

분야의 최신 생명과학 기술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생명과학의 빠른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의 운영방법을 추구한다. 학기별 학년별로 

구성된 단계적이고 조화로운 교과편성을 통하여 학생

들의 이해능력과 개인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특히 오늘날 인류사회에 크

게 문제되고 있는 의료보건문제, 식량문제, 자연환경

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생명과학 활용 분야에 공헌

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과(전공) 소개

생명과학과는 1954년 문리과대학 이학부 생물학과

로 창설되었으며, 이후 학문의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

어 응용생물학과 및 농업생물학과, 다시 생물학과로

의 명칭 변경을 거치며 현재에는 동국대 BT특성화 

대학인 바이오시스템대학 소속 생명과학과로 발전하

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생물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서 진일보하여,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첨단 생명과학의 다양한 강좌 운영으로 교육체

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분야 또한 생명현상에 

대한 수준 높은 기초연구에서 의료, 환경, 농업 분야

에 적용되는 바이오산업 분야에 이르는 폭 넓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과학의 필수적인 교육과정

인 대학 생물학 강좌와 전공기초인 생화학, 유전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세포학, 동물학 및 식물학 등의 

강좌, 전공전문 강좌로서 분자생물학, 면역학, 발생

학, 식물 및 동물 생리학, 생물정보학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바이오분야의 첨단 학문분야인 유전체

학, 단백질체학, 종양생물학 등의 강좌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생명과학 전 분야의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연구 성과에 있어 교육과학기

술부로부터의 연구자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개발사업, 환경부 ERC 센터사업, 보건복지부 연

구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첨단 연구주제에 대한 과제 

수주가 이루어져,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발한 연구개

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과학과
Life Science



395생명과학

07
바
이
오
시
스
템
대
학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국내 및 세계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수요 폭발적으

로 증가하면서 21세기는 바이오 시대라고 할 만큼 바

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는 기초연

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결과가 의약학 및 다양한 생

명관련 산업에 바로 적용되어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에 어느 분야보다도 기초연구의 가치가 큰 학문

분야이다. 더욱이 오늘날 바이오기술과 생명자원이 

산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이에 따른 수요

도 경쟁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생명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세포의 단백질 및 유전자 수준에서 생

명현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발전해가고 있으며 분자

수준의 연구와 이들 유전자 및 단백질의 조작과 같은 

고도의 첨단이론과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가 발전하

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많은 선진국에서 바이

오 분야를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국외 명문 

교육기관들과 국내 바이오특성화대학들은 기초생명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

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최근 전 세계 산업의 트렌드는 생명과학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과학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으

로 집중 육성되며 동시에 생명과학 전공자의 인력수

요가 급증하고 있어 생명과학 전공자의 진로는 밝은 

편이며 진출 가능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국내 및 해

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깊이 있는 학문을 접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공립기초과학 및 생명공학관련 연

구소, 병원, 제약회사, 생물공학관련 회사, 농식품 

회사,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벤처회사, 국립보건연

구소, 외국인 생명과학 연구소 등의 연구원이나, 국

내외 대학 교수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교직 과정이나 

교육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으로 인하여 생물학을 공부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으

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며, 국가

고시 등을 통하여 변리사, 특허법 변호사,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같은 분야로도 진출하는 길도 

열리고 있다.

 교수 소개

김 선 정
전 공 분 야 분자 세포 생물학
세부연구분야 암 후성유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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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캡스톤연구2

대 표 저 서
신경생물학-뇌의 탐구, 2009, (주)바이오메디북 
생명과학, 2011, (주)광림사
생명과학의 이해, 2002, (주)교학사

대 표 논 문

Genome-wide methylation analysis identifies involvement of TNF-α mediated cancer pathways in prostate 
cancer. Cancer Lett. 302, 47-53. (2011)
Differential methylation hybridization profiling identifies involvement of STAT1-mediated pathways in breast 
cancer. Int. J. Oncol. 39, 955-963. (2011)
Methylation patterns of genes coding for drug-metabolizing enzymes in tamoxifen-resistant breast cancer 
tissues. J. Mol. Med. 88, 1123–11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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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 록
전 공 분 야 환경생물학 및 동물생리학
세부연구분야 분자 독성학, 독성 유전체학, 환경 의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생물학과(전공) 농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곤충생리학(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분자생물학(전공) Ph.D
담 당 과 목 동물생리학 및 실험 환경생물학 생명과학캡스톤연구2 생명과학전공실험2

대 표 논 문

Selenomethionine regulation of p53 by Ref1-dependent redox. Proc. Natl. Acad. Sci. U S A. 99(22): 
14548-14553 (2002)
Base Excision Repair (BER) defect in gadd45a-deficient cells. Oncogene  26(54): 7517-25 (2007)
Toxicogenomic approaches for understanding molecular mechanisms of heavy metal mutagenicity and 
carcinogenicity. Int. J. Hyg. Environ. Health 216(5): 587-59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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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생물학 생명과학캡스톤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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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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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캡스톤연구2

대 표 저 서
면역학 (The Immune System), 라이프사이언스
미생물학 (Mic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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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조직

배양학 및 실험
생명과학전공

실험2
현대식물학 유전체학

생명과학
캡스톤연구1

대학생물학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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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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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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전공

실험1
생명공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생명과학
캡스톤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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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캡스톤연구1
대 표 저 서 생명과학 (Life Science), 도서출판 북스힐

대 표 논 문

Initial cell type choice in Dictyostelium (2011) Eukaryot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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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상 민
전 공 분 야 식물유전학 및 생리학
세부연구분야 분자마커 개발 및 기능성 식물 유전자 연구

학사학위과정
단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농학과(전공)
생명과학과(전공)

학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식물육종유전(전공) Ph.D
담 당 과 목 유전학 식물생리학및실험 대학생물학및실험2 생명과학캡스톤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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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IO2001 환경생물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BIO2006 유전학 3 3 기초 학사2년 1 교직연계
BIO2010 생화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교직연계

BIO2011 세포학및실험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2
교직연계

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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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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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IO2021 생명과학전공실험1 3 1 4 기초 학사2년 1
팀티칭(2명)
팀 프로젝트

BIO2022 동물조직배양학 3 3 기초 학사2년 2

BIO2023 생명과학전공실험2 3 1 4 기초 학사2년 2
팀티칭(2명)
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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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팀 프로젝트
BIO4022 생물정보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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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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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프로젝트
BIO4040 종양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2 팀티칭(2명)
BIO4042 바이러스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IO4043 생태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교직연계

BIO4044 생명과학캡스톤연구1 2 0 4 전문 학사3~4년 1
팀티칭(4명)
캡스톤디자인

BIO4045 생명과학캡스톤연구2 2 0 4 전문 학사3~4년 2
팀티칭(4명)
캡스톤디자인

BIO2026 생명과학최신동향 3 3 0 기초 학사2년 1
팀티칭(4명)
P/F과목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생명과학
전문가 양성 분야

미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동물조직배양학,

생명과학전공실험1&2
세포학및실험, 
생명공학,
현대식물학

생명과학최신동향1,
생명과학최신동향2

➡

분자생물학, 면역학,
단백질체학, 발생학,
생태학, 생물자료분석,

진화생물학,
멘토프로그램,

생명과학캡스톤연구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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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물리학, 유전학, 
생물교육론,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

생화학1
생화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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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화학과 CHE2005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3

의생명공학과 BME2001 유기화학 3
의생명공학과 BME2011 의생명기기분석및실험 4

화학과 CHE2006 물리화학1 3

■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교과목 해설

BIO2001 환경생물학 Environmental Biology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 화학, 생물 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배운다. 환경생물학을 통해 학생들은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 생명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된다.

Environmental Biology is the study of interactions among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Biology provides an integrated, quantitative,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udy of environmental biosystems

BIO2006 유전학 Genetics

고등생물에서 유전기초로 멘델의 유전원리와 세포 분열의 관계를 설명하고, 성과 유전, 사람의 유전, 미생물
을 이용한 연구와 형질 발현의 유전적 조절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teaches Mendel’s principle in higher organisms and its relationship with cell division 
and includes research on sex and inheritance, human genetics, micro organisms, and genetic 
regulation for phen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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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chemistry is the study of the chemical processes in living organisms. It deals with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ellular components, such as proteins, carbohydrates, lipids, nucleic acids, and 
other biomolecules. Other areas of biochemistry include the genetic code (DNA, RNA), protein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복수전공트랙

미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명공학,
식물조직배양및실험,
동물조직배양학,
생물의학개론

➡

분자생물학, 면역학,
발생학,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바이러스학, 생물정보학, 
동물생리학및실험, 
식물생리학및실험,

생물물리학,
신경생물학 

의생명기기분석,
세포및조직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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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cell membrane transport, and signal transduction. Chemical biology aims to answer 
many questions arising from cellular metabolisms and other areas of applications in the 
biomedicine, bio-industry,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y using a variety of tools developed 
within chemical synthesis.

BIO2011 세포학및실험 Cell Biology and Lab.

세포의 분자 구성과 이들의 성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구조 및 기능적인 차이, 세포막의 구조와 기
능, 세포 분열에 대하여 강의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팀프로젝트).

Subjects including the compone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the cell, structural and functional 
comparison between the prokaryotes and eukaryotes,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cell membrane, 
and cell division are studied. Experiments related with the subjects are performed (team project).

BIO2012 생명공학 Biotechnology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중요한 항암제, 호르몬, 항생제 및 효소의 생산, 간염
백신 및 혈액응고제의 개발, 영양가 높은 식품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basics and applications of biology to understand the concepts, history and 
current trends of biotechnology.

BIO2019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세계를 통해보는 세균과 이에 관련된 기타의 미생물을 설명하고, 미생물의 성장, 생장 및 응용 면으
로 농업, 산업, 의학분야와 관련지어 연구한다.

Microbiology covers introduction to microorganisms and their growth. Application fields such as 
agriculture, industry, and medicine are also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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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프로젝트). 

This course will cover several topics in plant tissue culture such as callus culture, organogenesis, somatic 
embryo-genesis and transformation experiments with Agrobacterium and tobacco (team project).

BIO2021 생명과학전공실험1 Team Experiments for Life Science 1

본 과목에서는 팀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생명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기본 실험을 습득하고 결과를 분석 논의한
다. 생명과학전공실험 1에서는 미생물의 동정과 분리하는 순수배양법, DNA와 단백질의 정제 및 검출법, 
DNA 조작기술 등을 다룬다.

In this course, we will learn basic experiments and how to analyze the data necessary for life sciences 
by performing team project. The course includes identification and purification of microorganisms, 
purification and detection methods of DNA and protein, and recombinant DNA technology.

BIO2022 동물조직배양학 Animal Tissue Culture

동물 조직 배양의 이론적 원리와 실제 배양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동물조직배양을 위한, 설비, 절차, 무균법 
등에 대하여 방법과 이론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eoret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animal tissue culture. 
Equipments, procedure and aseptic techniques for tissue cultur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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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2023 생명과학전공실험2 Team Experiments for Life Science 2

본 과목에서는 팀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분자유전공학의 기본 개념인 유전자 cloning을 위한 실험 및 유전자의 
분리, 확인방법 등을 실습하고 결과를 분석 논의한다.

As a team project course, theory and application of biotechnological techniques in the laboratory 
will provide students an opportunity to get hands on training with some of the most basic and 
widely utilized techniques.

BIO2024 현대식물학 Plant and Society

식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강의하여 식물의 중요성과 현대 식물 분야의 응용을 소개한다.

This course will approach to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ts and people, and also strive 
to stimulate interest in plant science and encourage students to further their studies in botany.

BIO2025 생물의학개론 Medical Biology

질병관련 생물학적 기작을 분자수준에서 고찰하고 의학에서 생명과학의 기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소개한다. 유전병 및 암의 발병기작, 진행 및 치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유전체와 단백질체 등을 
이용한 의학 연구 생물학적 원리를 강의한다. 또한, Case study를 통해 의료적 문제에 생명과학의 기초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습한다.

Biological mechanisms of various human diseases will be discussed in molecular level to introduce how 
current advances in life science are applied to modern medicine. Genetic disorders, cancer progress 
and prevention will be lectured. Genomic and proteomic approaches to cure various diseases will be 
lectured. Clinical aspects of immune system and its mechanisms will be covered by case study.

BIO4019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세포의 핵심 구성물질인 핵산과 단백질에 대한 분자수준에서의 특징을 살피고 여러 분자생물학 기법을 소개
한다. 유전자의 구조 및 발현 조절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Characteristics of nucleic acids and proteins at the molecular level are studied and molecular 
biological techniques are introduced. Gene structure as well as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are 
reviewed in detail.

BIO4020 동물생리학및실험 Animal Physiology & Lab.

동물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 즉 생명유지를 위한 조절작용을 습득한다. 신경생리와 호흡 순환 
소화에 대한 생리를 강의하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해시킨다 (팀프로젝트).

Animal Physiology is the study of the mechanical, physical, and biochemical functions of living 
organisms. The field of animal physiology extends the tools and methods of human physiology to 
non-human animal species. The scope of animal physiology mainly focuses on the underlying 
mechanisms how the structures and functions of the nerve systems, digestion systems, respiratory 
systems, and circulatory systems (team project).

BIO4022 생물정보학 Bioinfomatics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방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 분석을 위하여 생물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분 분야를 탄생시켰
다. 여기에는 유전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이용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진다. 본 강좌에서는 대표적인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NCBI 등)를 이용하여 논문 찾기, BLAST, 계통분류학적 
분석, 염기서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습득과 이용 방법에 대해 실습을 통해 탐구한다 (팀프로젝트).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the underlying concepts and algorithms of the computational tools 
used in bioinformatics and the actual applications of these tools using biological databases such 
as NCBI (tea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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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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
다. 또한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명 과학 기술의 허점을 짚어보며 생명과학자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 윤리
를 토론 등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본다.

We hear about new break-through technologies in biology everyday on the news. This course 
teaches the hottest cutting edge techniques in biology, and their possible applications. We also 
discuss bioethics and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biology.

BIO4024 면역학 Immunology

인간을 포함한 고등생명체의 주요 방어수단인 면역계의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면역작용의 생화학
적 분자세포생물학적 원리를 강의한다.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면역체계의 구성과 각 구성요소의 역할
에 대해 강의하고, 면역계 작용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 실험기법을 습득하도록 강의가 이루어진다. 또
한 면역과 관련된다양한 질병의 원리에 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치료기법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Immunology is the study of the physiological mechanisms that human and other animals uses to 
defend themselves from invasion and other organisms. This class will discuss various aspects of 
immune system including the area of cell biology, biochemistry, and microbiology to introduce how 
the complex defense network are coordinated in an efficient manner. The class will provide further 
understanding of many medical problems related with a disorder in the immune system. 

BIO4027 식물생리학및실험 Plant Physiology and Lab.

식물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원리 : 식물의 수분의 흡수 과정과 증산 작용의 원리와 중요성, 광 에너지
에 의한 광합성, 광합성 물질의 이용, 식물의 생장발달에 미치는 조절물질의 작용, 광주기에 의한 영향들에 
관하여 생리적인 측면에서 강의하며 이들과 관련된 실험을 하여 이해를 돕는다.

This course teaches mechanism and regulation of functional processes contributing to the 
assimilation, transport and utilization of water, mineral nutrients and carbon by plants. Laboratory 
exercise related to lectures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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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lutionary Biology is concerned with the origin of species from a common descent, and descent 
of species; as well as their change, multiplication, and diversity over time. 

BIO4030 발생학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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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유전정보로부터 어떻게 다양하게 분화된 세포와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 내는지를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리학적 방법을 통하여 메카니즘을 이해하도록 한다.

How does a single cell develop into a multicellular organism? How does one cell differentiate into 
many different cell types?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development will be studied using 
biochemical, genetical, molecular, and physiological approaches.

BIO4032 생물물리학 Biophysics

생물물리학은 생명현상을 화학적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규명하는 학문으로 지금까지 발전된 여러 실험적 도
구 및 방법들을 생명과학에 확대 적용하여 생명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열역학, 



403생명과학

07
바
이
오
시
스
템
대
학

생화학, 분자 생물학의 지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강의한다. 현대 생물물리학의 연구내용의 주된 관심사인 단
백질과 핵산등의 구조와 그 결정 방법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현대 생물물리학에 연관되는 다양한 실험수법의 
근본원리와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Biophysics is the study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organisms and their cellular 
components. This class will discuss various aspects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including nucleic acids 
(DNA and RNA) and protein to introduce how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se molecules affect their 
biological functions. In addition, the principles of various modern biotechnologic tools will be discussed.

BIO4033 신경생물학 Neuroscience

생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다. 이러한 조절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경계의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이다. 신경생물학은 자극의 감
지, 빛, 온도, 소리, 중력, 냄새에 대한 반응과 감정, 기억, 운동,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활동 등에 관여
하는 신경세포의 구조적이고 생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As an introduction, the history of neuroscience and types of neuronal cells are briefly examined. The 
ionic basis of membrane potential and action potential is studied. Synaptic transmission is dealt with 
in detail by reviewing neurotransmitters and their receptors. Structures of the central and 
peripheral nervous system are introduced. Sensual systems including seeing, hearing, tasting, and 
touching are reviewed. The mechanism of learning and memory is touched at the molecular level.

BIO4035 단백질체학 Proteomics

생명체의 전체 유전자인 게놈에 의해 발현되는 모든 단백질의 총합인 프로테옴을 다루는 학문으로, 세포 내
에서 발현되는 모든 단백질을 분석하고, 기능을 밝혀내는 것을 배우게 된다.

Proteomics is the study of the proteome which refers to the entire set of expressed proteins in a 
cell’s genome. Proteomics encompasses an effort to catalog and determine the functions of all 
proteins in a cell.

BIO4036 유전체학 Genomics

생명체 내의 모든 유전자들의 구조 및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유전자 지도작성, 염기분석, 돌연
변이의 생산 및 분석, 질병 유전자 및 특수 형질 관련 유전자 기능연구, 분자표지인자 개발연구에 대해 배운다.

Genomics is the study of an organism’s entire genome. During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echniques involved in gene mapping, gene cloning, sequence analysis, mutation analysis, 
functional analysis of genes, and molecular marker development.

BIO4037 멘토프로그램 Life Science Mentoring Program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명과학 학문 영역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생명과학 전공학생으로서 진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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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진다.

Various aspects of biological science applied in industry and research  will be introduced to guide 
students to prepare for the job application. Mentors who actively involved in various fields will be 
invited to discuss about job recruitment and carrier management. Practical skills in improving 
presentation will be provided.

BIO4038 생물자료분석 Data Analysis in Biology

본 강좌는 생명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통계학적 분석방
법, 다양한 현대생명과학 분야의 논문을 비평적으로 읽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의 발표와 교수의 
이론 강좌가 병행된다 (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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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cover how to design biological experiments, analyze biological data,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and read biological papers in various fields critically. Lectures will be given 
by the lecturer and seminars by students (team project). 

BIO4040 종양생물학 Tumor Biology

본 강좌는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암의  발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소개한다. 세포성장 조절과 조직
의 구성에 관련된 조절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암의 진행,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동물,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의 
연구기법을 소개한다.

This course will present an overview of the cancer development process at the cellular and 
molecular level, including regulatory networks involved in growth control and tissue organization 
and an introduction to animal, cell and molecular techniques for studying progressio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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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lass will cover various aspects of bacteria and virus in regarding to  taxonomy, life cycle, and 
interactions with other organisms. Pathology of bacterial and viral diseases will be lectured. 
Molecular mechanism involving bacterial and viral infections will be introduced as well as its 
applications in modern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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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하여 자연의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Ecology is the scientific study of interactions between living things and their environments. 
Students learn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living organisms and the interactions among 
organisms and between organisms and their environment.

BIO4044 생명과학 캡스톤연구1 Capstone Design for Life Science 1

캡스톤프로젝트 강좌로서, 해당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반드시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 작성에 참여하도
록 한다. 자신이 정한 실험실에서 반드시 매주 6시간 이상 실험을 해야 하며, 해당 실험실 교수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다양한 실험법과 실험 노트 작성법을 습득한다.

Capstone design course for students who will submit their thesis or report with experimental 
results. Students must spend at least 6 hours per week in the laboratory of choice.  Requires 
weekly reports, a research term paper, and a research senior thesis. Recommended: Students 
should secure research advisors and register for the class well in advance of the start of classes.

BIO4045 생명과학 캡스톤연구2 Capstone Design for Life Science 2

캡스톤프로젝트 강좌로서, 해당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반드시 최종 보고서 또는 연구논문을 제출해야한다. 
지정 실험실에서 반드시 매주 6시간 이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지정된 형식을 갖추는 보고서 또는 논문 
작성과 발표를 수행한다.

Capstone design course for students who must submit their final report or thesis. Student may take 
this course as a continuation of Capstone Design for Life Science 1 or as a separate course. 
Students must spend at least 6 hours per week in the laboratory of choice.  Requires weekly reports 
and a research paper. Students should perform writing the report or thesis in suggested format and 
present their researc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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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2026 생명과학 최신동향 Current trend on Life Science

본 수업은 생명과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팀 티칭 수업이다. 수업의 목표는 최신 생명과학 분
야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진로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본 수업의 
특징은 팀 티칭에 참여하신 교수님은 물론 생명과학 분야 회사 및 연구소 등에 취업한 “선배 특강” 등을 함으
로써, 학생들의 보다 나은 취업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Current trend on Life Science I’ is a team-teaching class for second-year students. Emphasis will 
be placed on passing on the variety of knowledge of the latest trends in life science to the students 
that helps them for future career. The keynote of this lecture is the teachers. Not only professors 
from school but alumni who are currently working at the field of life science as well will give 
lectures on the various type of topics. It finally will broaden the choice of students for a better 
job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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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바이오환경과학은 지구 3대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바이오산업 시대에 발맞추어 인재 양성을 목적

으로 새롭게 탄생한 학문 분야이다. 바이오환경과학은 

바이오자원을 활용하여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정

보화기술(IT), 나노기술(NT)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융

합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을 정립하고 새

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응용과학 분야이다.

바이오환경과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점 분야

로는 바이오자원 기술 개발, 식물유전자원다양성보

존 및 이용, 환경생명공학을 활용한 자생식물 증식 

보전기술 개발, 환경정책 수립, 훼손된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바이오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이슈

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과학기

술 개발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기초과학 지식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여 응

용력 및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

2. 바이오환경과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에서의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3. 합리적 사고와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을 갖춘 전

문가 양성

4. 지구촌 국제적 감각을 갖춘 바이오환경인 양성

 학과(전공) 소개

본 학과에서는 육상생태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수자원 및 수질오염과 관련된 전문가를 육

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

오자원과 환경과학을 연계시켜 특성화를 추진하여 

미생물, 식물자원, 산림자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

과학 분야에 적용시켜 자연을 치유하고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하는 새로운 복지사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하

고 있다. 또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교류 및 연구 협력

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또는 국가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

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주요 학문 내용 및 분야>

- 환경교육, 기후변화, 환경정책 등을 연구하는 지속

가능환경시스템 분야

- 자생식물학, 환경조림학 및 실습, 기후변화와 사막

화 등을 연구하는 환경생명공학 기술 분야

- 바이오재료, 친환경소재, 생물재료물성학 등을 연

구하는 바이오신소재 개발 분야

- 환경계획, 생태공학, 환경지리정보공학 등을 연구

하는 환경생태공학 기술 분야

- 식물유전자원, 식물생화학, 약용 및 허브식물학 등

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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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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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

화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감

소, 식량생산량감소에 의한 식량위기, 사막화 확산으

로 발생하는 황사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분야의 3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바이오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보

전을 위해 다양한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환경과학 분야는 생물학, 화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바이오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

치의 자원을 육성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을 접목하여 고도로 집적된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자

연환경 분야 및 환경관련 산업에 적용하여 신수요 시

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와 정부에

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산업적으

로 적용하기 위해 생태계 복원 기술, 환경생명공학 

기술, 바이오에너지 개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바이오환경과학 분야는 국제

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지구촌 환경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으며, 인접 국가 간에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유망한 학문 분야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 공무원(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환경직, 산림직, 

농업직 공무원)

- 연구소(정부산하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바이

오벤처연구소 등)

- 대학(각 대학 석/박사 연구원, 대학교수로 활동)

- 기업체(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체, 환경관련 공기업, 

바이오환경산업관련 기업체 등)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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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부분의 법·제도적 개선 (환경법연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별 비용효과 분석(대한설계관
리학회, 2011)
연료전환 온실가스감축사업의 감축잠재력 및 비용효과분석(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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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호 덕
전 공 분 야 환경생명공학 (Environmental Biotechnology)
세부연구분야 사막화방지학, 조림학, 자생식물보전학, Phytoremediation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Iowa주립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Iowa주립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학 박사
담 당 과 목 자생식물학 환경생명공학 및 실험 환경조림학 숲과 문화

대 표 저 서

세계 산림자원학개론 (이룸나무, 2012)
바이오산업과 환경(문음사, 2010)
Assessment of Plantations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and Preventing Yellow Dust and 
Sandstorms (UNCCD, 2010)

대 표 논 문

Micropropagation via somatic embryogenesis of rare and endangered species, Acanthopanax 
seoulenses (Forest Science & Technology, 2014)
A study of the role of forest and forest-depended community in Myanmar (Forest Science & 
Technology, 2014)
Early fertilization and absorbent treatments continuously enhanced windbreak tree growth and 
soil properties in the Hetao Plain of Inner-Mongolia, China (Forest Science & Technology, 2014)

김 대 영
전 공 분 야 바이오신소재공학
세부연구분야 생물재료과학, 친환경재료, 탄소나노재료
학사학위과정 강원대학교 임산가공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강원대학교 임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The University of Tokyo Biomaterial Science Ph.D.
담 당 과 목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친환경소재 및 실습 생물재료물성학
대 표 저 서 최신 목재화학 (선진문화사)

대 표 논 문

Effects of Freeze Drying and Silver Staining on Carbonization of Cellulose: Carbon Nano-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ffects of a Dehydrating Agent on the Carbonization of Wood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Adsorptive removal of aqueous fluoride by liner minerals from SPL-landfill leachate during the 
seepage process (Desalination)

오 충 현
전 공 분 야 생태공학, 도시생태학
세부연구분야 도시생태학, 산림생태학, 생태복원, 환경영향평가
학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환경생태학) 조경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환경생태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계획학 생태공학 환경영향평가

대 표 저 서
환경생태학, 2012, 사이언스북스
자연자원의 이해, 2010, 방송대 출판부
산림과학, 2014, 향문사

대 표 논 문
The invasive woody plants of Korea, 2014, Mountain sciene
생태관광 대상지 수용능력 평가, 2014, 환경정책연구
The biodiversity of village woods in Korea, 2014, EAI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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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 형
전 공 분 야 식물유전자원생명공학
세부연구분야 식물생명공학, 약용·허브식물, 환경변화 대응 유전자원 다양성 보존·이용, DNA분자마커이용기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학과 농학박사
담 당 과 목 식물생명공학 식물생화학 바이오과학 및 실험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대 표 저 서 식물형질전환 -벼 형질전환 프로토콜- (정문각)

대 표 논 문

An efficient method for organic acetylation and use of DL-phosphinothricin as a negative selection 
agent in argE transgenic rice. (BBRC :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13)
CAPS markers using mitochondrial consensus primers for molecular identification of Panax species 
and Korean ginseng cultivars(Panax ginseng C.A. Meyer. (Mol. Biol. Rep, 2012) 
DNA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방풍(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 Schischkin) 한약재와 근연식물의 
분류 및 종판별 (Kor. J. Intl. Agri, 2013)

강 규 영
전 공 분 야 바이오에너지
세부연구분야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리파이너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임학과 농학박사
담 당 과 목 유기화학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바이오에너지 생물재료보존과학

대 표 저 서
바이오산업과 환경 (문음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 (북스힐)

대 표 논 문

Designed for deconstruction – poplar trees altered in cell wall lignification improve the efficacy 
of bioethanol production (New Phyt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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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ES2001 바이오환경과학 1 3 3 기초 학사1년 1
BES2002 바이오환경과학 2 3 3 기초 학사1년 2
BES2003 유기화학 3 3 기초 학사2년 1
BES2004 환경교육 및 실습 3 1 3 기초 학사2년 1
BES2005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3 1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BES2006 환경화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BES2007 바이오환경산업 3 3 기초 학사2년 2
BES2008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3 1 3 기초 학사2년 2
BES2009 생물재료물성학 3 3 기초 학사2년 2
BES2014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3 3 기초 학사2년 1
BES2015 환경계획학 캡스톤디자인 3 3 기초 학사2년 2
BES2016 연구논문지도 1 2 2 기초 학사2년 1
BES2017 연구논문지도 2 2 2 기초 학사2년 2
BES4001 생물환경통계학 3 3 전문 학사2-3년 1
BES4002 기후변화학 3 3 전문 학사2-3년 1
BES4003 자생식물학 3 3 전문 학사2-3년 영어 1
BES4005 식물생명공학 3 3 전문 학사2-3년 영어 1
BES4006 환경생명공학 및 실험 3 1 3 전문 학사2-3년 영어 2
BES4007 바이오과학 및 실험 3 1 3 전문 힉시2-3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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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바이오자원 /
환경생명공학

생물환경통계학
자생식물학
식물생명공학
환경화학

➡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환경생명공학 및 실험

식물생화학
토양환경학 및 

실험캡스톤디자인
환경조림학 캡스톤디자인

바이오과학 및 실험
환경미생물학

생명공학(생명과학)
생화학(생명과학)
미생물학(생명과학)

환경정책 /
생태공학

환경교육 및 실습 
환경계획학캡스톤디자인

➡
기후변화학

환경영향평가캡스톤디자인
환경법과 환경정책
생태공학 및 실습

환경세미나캡스톤디자인

GIS(지리교육)
생태학(생명과학)

바이오신소재 /
바이오에너지

유기화학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생물재료물성학
➡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바이오에너지
친환경소재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생물재료보존과학
환경탄소과학

생물소재공학
(화공생물공학)

대기환경 /
수질환경

바이오환경산업
환경화학

➡
기후변화학
대기환경학
수질환경학

환경공학
수질공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복수전공트랙
바이오환경과학
바이오환경산업

➡

환경법과 환경정책
환경생명공학 및 실험

친환경소재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생태공학 및 실습
식물생명공학
바이오에너지
토양환경학 및 

실험캡스톤디자인
대기환경학
수질환경학

생물소재공학
나노소재공학
(화공생물공학)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ES4008 생물재료보존과학 3 3 전문 학사2-3년 2
BES4009 환경미생물학 3 3 전문 학사2-3년 영어 2
BES4012 식물생화학 3 3 전문 학사3-4년 1
BES4014 대기환경학 3 3 전문 학사3-4년 1
BES4018 생태공학 및 실습 3 1 3 전문 학사3-4년 2
BES4019 바이오에너지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ES4020 수질환경학 3 3 전문 학사3-4년 2
BES4022 폐기물환경학 3 3 전문 학사3-4년 2
BES4026 친환경소재 및 실습 캡스톤디자인 3 1 3 전문 학사3-4년 1
BES4027 토양환경학 및 실험 캡스톤디자인 3 1 3 전문 학사3-4년 1
BES4028 환경법과 환경정책 3 3 전문 학사3-4년 2
BES4029 환경조림학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2
BES4030 환경영향평가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ES4031 환경세미나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1
BES4032 환경탄소과학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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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생명과학과 BIO2012 생명공학 3
생명과학과 PRI4028 생물학개론 3

건설환경공학과 CIV2009 물과환경 3
건설환경공학과 CIV2031 환경화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교과목 해설

BES2001 바이오환경과학 1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1

바이오과학의 학문적 배경, 관련 직종, 역할과 전망 등 전공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Lectures on scientific background, related job, role and vision of Bio-Science.

BES2002 바이오환경과학 2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2

환경과학의 학문적 배경, 관련 직종, 역할과 전망 등 전공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Lectures on scientific background, related job, role and 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BES2003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유기물질에 대한 명명법, 물리·화학적 성질, 입체화학, 분자구조 및 화학반응 원리를 학습하고, 화학 기능
기의 특성과 반응성에 대해 이해한다.

Lectures on nomenclature, physical & chemical properties, stereo chemistry, molecular structure, 
functional group and chemical reaction of orga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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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give lectures which include humans and culture of humans as well as principle and 
attitude of technology development required to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of biological and 
chemical environments surrounding human world. 

BES2005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Natural Polymer Chemistry and Lab.

각종 천연고분자의 화학적 조성과 각 성분의 이용방법에 대해 강의하며, 실험을 통하여 천연고분자의 화학적 
분석방법 및 유도체에 대한 연구방법을 습득한다.

Lectures 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various natural polymers, and the utilization of chemical 
components.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and experimental skills on isolation of chemical 
components and their derivatives in the lab.



412 2015 Course Catalog

BES2006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토양-물-대기환경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의 기초적 화학반응과 이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 등에 대해 
학습한다.

Sources, reactions, transport, effects and fates of chemical species in soils and associated water 
and air environments. Emphasis on the chemical behavior of elements and compounds and the 
phenomena affecting natural and anthropogenic materials in soils.

BES2007 바이오환경산업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Industry

바이오환경산업의 배경, 관련 직종, 역할과 전망 등 전공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Lectures on background, related job, role and vision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Industry.

BES2008 바이오자원학 및 실습 Bio-resources and Field Training

자원식물의 분류, 발아 생리, 생육 특성 및 재배 생산기술 등을 현장에서 조사, 실습하여 식물자원의 효율적
인 생산을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자원식물의 생장, 등숙생리, 수확, 저장, 이용 및 가공에 대한 실습을 
통하여 식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기술을 습득한다.

Lectures on plant growth, physiology, and production technology for yield increase. Field training 
and practice for bio-resources crop ripening, harvesting, storage, and processing to improve 
effective utilization.

BES2009 생물재료물성학 Biomaterials Physics

생물재료의 미세구조와 해부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강의하고, 사진 자료를 통하여 생물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Lectures on the microstructure of various biomaterials and their anatom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property. Acquisition of the physical property, identification skills and analytical methods 
by photographic data.

BES2014 지구환경과 바이오재료 Global Environment and Biomaterials

지구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바이오재료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친환경재료의 개요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on biomaterials and its utilization for global environment.

BES2015 환경계획학 캡스톤디자인 Environmental Planning Capstone Design

환경생태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계획의 제반 개념과 이론을 습득하여 실제 토지이용계획, 
국토공간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의 다양한 환경계획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Lectures on theory of environmental planning, site planning, and practice on methods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BES2016 연구논문 지도 1 Research and Thesis 1 

학부 졸업논문 연구 설계 지도를 위한 교과목으로서 문헌연구, 사례연구, 현장체험 등을 통하여 팀별 연구주
제를 선정하고, 발표 및 토론, 실습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며 연구계획서 작성, 문헌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undergraduate students learn many of the skills on research design. 
It contains some practice on writing a research proposal, search of the references, and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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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2017 연구논문 지도 2 Research and Thesis 2 

학부 졸업논문 작성법 지도를 위한 교과목으로서 이공계 연구논문의 기본 구성 및 작성 요령, 특수부호, 수
식, 그림 및 표의 작성 방법을 체득하며, 팀 단위 발표 및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undergraduate students learn the skills on writing their thesis. It 
contains the guideline on the writing of scientific thesis including thesis frame and writing tips.

BES4001 생물환경통계학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생물통계학 및 환경통계학의 기초 이론과 실험 설계,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 등을 이해시켜 효율적인 실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Basic theory of biometry, experimental desig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pretation to carry 
out effective experiment.

BES4002 기후변화학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강의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생태적 영향과 인류 영역에의 영향, 그리고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This course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of climate change. The course examines ecological 
effects and human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and then reducing the impacts.

BES4003 자생식물학 Endemic and Domestic Plants

환경식물에 해당하는 목본식물의 기관구조 및 분류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식물의 형태적 특성을 탐구하며, 최
근 생물다양성 협약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생식물 유전자원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 국제
적 동향에 대하여 강의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특산식물,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복원, 고부가가치 외래 유전자
원 도입, 해외 유출방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하여 이해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morphological structure, physiological and taxonomic characters of 
environmental plants. The main goal is to develop a scientific way of thinking about biological 
diversity rather than attempting to memorize the history of living things. The course concentrates 
on the major areas of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proliferation of rare and endangered 
species and introduction of high valued exotic species. The course explains how to protect endemic 
species out of countries. Emphasis is on global issues on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n global deliberation an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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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식물 개
발 과정을 공부한다. 특히, 유용 유전자를 도입한 환경스트레스 내성 형질전환식물 개발 및 기능성 물질 생산
을 위한 molecular farming 등 식물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 사례를 공부한다. 또한 국내 자생 약용식
물, 산업 자원식물 등에 대한 종 다양성, 생리적 특성은 물론 외국식물의 수집·보존·증식의 중요성 및 생명
공학을 이용한 이용기술 등 식물바이오 응용 기술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This lecture provides basic comprehension and knowledge including plant gene, life system, gene 
functions, and principle of plant bio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such as molecular breeding 
and genetic transformation.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advanced application strategies of plant 
biotechnology such as abiotic stress resistant plants and molecular farming. Furthermore, we will 
learn about the Korean domestic  and foreign medicinal & herb plants, that have been used as the 
materials of functional foods, oriental medicine, and pharmacy, and discuss about their 
bio-diversitie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s of collection and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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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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
법을 습득하고, 미생물, 식물 등의 바이오자원을 활용하여 생물정화 기술에 적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분야에서 바이오산업을 육성시
킬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고양토록 한다. 실험 시간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분석 방법, 바이오재료 조제 방법 
등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화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basic knowledge and research protocols to conserve and restore 
environmental resources with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course addresses scientific manners how to develop environmentally sound components and 
bio-materials and raise capacity building to establish bio-venture on environmental science. The 
laboratory introduces students to biotechnological techniques which are currently being used in 
biological analysis and compounds and raises to apply the technologies to the industries.

BES4007 바이오과학 및 실험 Bioscience and Lab.

본 강좌에서는 미세환경조절, 식물호르몬 조성변화 및 bioreactor를 이용한 식물 세포 및 조직을 배양 증식
하는 방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내성관련 유용유전자를 도입한 GMO 식
물의 개발 기술, 분자생물학을 바탕으로 한 plasmid DNA 및 genomic DNA 추출, PCR 분석, 및 Southern 
분석 등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화 가능한 식물유전자원 중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소재로 
이용되는 약용 및 허브식물 유전자원의 종류, 보존 및 증식, 기능성 물질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
로 기능성물질 분석 실습을 병행한다.

Students will learn about basic principles of plant tissue culture and carry out the experiment by 
using micro-environment control, alternate use of phyto-hormones, and bioreactor. In addition, 
the various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will be provided for production of GMO plants and their 
molecular analysis. For this, we will conduct the basic experiments such as the bacteria and plant 
cell & tissue culture, plant genetic transformation, plasmid and genomic DNA extraction, PCR and 
Southern analysis. Furthermore, analytical experiment will be conducted with the plant resources 
for its industrial utilization.

BES4008 생물재료보존과학 Biomaterials Preservation Science

각종 생물재료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열화 인자와 그에 대한 각종 보존처리법 대해 강의하고, 열화 매커
니즘 및 보존 원리를 익힌다.

Lectures on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deterioration of biomaterials. Acquisition of 
knowledge on deterioration mechanisms and preservation principles of biomaterials.

BES4009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토양-물-대기를 포함한 환경생태계와 미생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필수영양소의 순환과 생물지구화학과 관
련하여 미생물 생태학 및 그 역할을 학습하고, 환경오염물질의 경감을 위한 미생물의 이용에 대해 이해한다.

Microbial interactions in soils, water, extreme environments and biofilms. Modern methods for 
studying microbial ecology, role of microbes in nutrient cycles and biogeochemistry. Use of 
microorganism for mitigating man-made environmental problems of industrial, agricultural, and 
domestic origin.

BES4012 식물생화학 Plant Biochemistry

식물바이오 분야의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기초과목이 식물생화학이다. 본 강좌에서 식물 bio-molecule의 종
류, 구조, 생리화학반응 및 생합성 대사과정에 대한 기초이론과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의 생리화학적 변화를 
공부함으로써 환경과 식물생명현상의 관계를 이해한다. 또한 본 강좌는 식물생명공학, 환경생명공학, 약용식
물, 대사공학분야, 유전공학 등 다양한 BT 응용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유전체, 단백질, 대사물질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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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략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응용원리를 제공한다. 특히 본 강좌는 식물유전육종의 기초가 되는 물질의 
생합성대사, 물질의 이동, 수분과 영양생리, 종자발아부터 등숙까지의 생리적 특성, 생장조절제의 생리적 역
할 등을 폭넓게 강의한다.

Plant Biochemistry is the basic subject in plant science. In this lecture, we will learn about the 
kinds, structures, bio-reactions, and metabolism of the plant bio-molecules such as proteins, 
carbohydrates, nucleic acids and so on. Based on this, we will understand the principals of plant 
life system and these knowledges will be applied to applied BT science such as plant & environment 
biotech, medicinal plant science, metabolomics, and genetic engineering. Especially, this lecture 
will provide various knowledges such as functional metabolite biosynthesis and its intra cellular 
transfer, water and nutrients, physiological traits of plants from germination to mature, the role 
of phyto-hormones.

BES4014 대기환경학 Atmosphere Science 

대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대기 오염의 주원인과 오염물질의 종류 및 대기 오염의 영향 등을 소개한
다. 또한 유해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Atmosphere science is the study of general properties of atmosphere and a primary cause and 
influence of air pollution. It gives a lecture about forms of pollutant and method for managing or 
reducing the  air pollutant.

BES4018 생태공학 및 실습 Ecological Engineering and Lab.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측면에서 진단, 평가하고, 적절한 복원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및 관련 기술-소재 개
발에 대해 탐구한다.

Lectures on theory of ecological engineering, and practice on methods of restoratio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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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s on the general knowledge of bioenergy and its importance as a novel renewable energy 
for conservation of the earth environments. Acquisition of production methods of biofuels from 
various biomass resources and its utilization.

BES4020 수질환경학 Water Quality Environmental Science 

본 강좌는 하천, 호수, 하구 등 자연수체에서 일어나는 수질변화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질오염원을 정화
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및 수질관
리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changes in the quality of nature water such as river, lake, 
stream, and so on. It does not only introduces biological and chemical methods of water purification 
but also discusses about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shed and water quality.

BES4022 폐기물환경학 Waste Environmental Science 

본 강좌에서는 환경폐기물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 폐기물의 재자원화에 대하여 강의한다. 강의 구성으로
서 폐기물의 처리, 소각설비, 다이옥신 제어기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폐가전 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 
설비건설폐기물의 처리설비 등에 관한 분야로 구성한다. 또한 본 강좌는 공무원 및 기사시험과목의 핵심과목
으로서 취업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강의와 팀별 목표 달성 형 주제를 설정하여 팀원 간의 문제해
결 능력을 고취시키며 환경 분야 공무원 및 기사시험에 대비한 기출 문제 및 실전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에 
익숙하도록 교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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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environmental science is designed to give a lecture about the recycle as well as the 
detrimental effects and managements of environmental hazardous wastes This course covers 
hazardous waste treatment, Incineration system, dioxin removal technology,  food waste 
management, electronic waste management (E-waste management), and so on.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for preparing examinations to become environmental officials and qualified experts on 
natural environment.

BES4026 친환경소재 및 실습
캡스톤디자인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and Practice 
Capstone Design

본 강좌는 친환경소재인 목재 및 목재에서 파생되는 기능성소재에 대하여 공부한다. 구성으로서는 친환경소
재의 개요, 환경보전측면에서의 목재, 목재의 물리적, 화학정, 해부학적 성질, 목재의 가수분해 목질신소재
의 특징, 탄화목재의 개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목재의 주요 친환경성 및 소재에 대하여 강의 한다. 

This course gives an lecture about environmental friendly materials and function of lumber and its 
derivatives I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friendly material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lumber based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other properties of lumber after 
hydrolysis, wood carbonization, and so on

BES4027 토양환경학 및 실험
캡스톤디자인

Environmental Soil Science and Lab Capstone Design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환경매체인 토양학에 대한 기초 과목이다. 토양의 생성/분류와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
한 기초와 토양의 보전, 토양생태계의 환경적 의의에 대하여 강의하고 관련된 실험을 수행한다.

Soils are at the heart of terrestrial ecosystems. An Understanding of soil system is therefore key 
to the success and environmental harmony of any human endeavor on the land.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undergraduate students with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soils from 
parent materials, soil classification,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s, soil conservation, and 
finally environmental significance of soil system.

BES4028 환경법과 환경정책 Environmental Law & Environmental Policy

정책변동의 발생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이해를 위해 국내외 환경정책결정 이론을 강의한다. 또한 전통
적 공공정책 결정 과정과 환경거버넌스 이론을 고찰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ori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making in order 
to understand better the processes through which policy change occurs. The course examines 
tradition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making process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BES4029 환경조림학 캡스톤디자인 Environmental Silviculture Capstone Design

본 강좌는 자연환경 자원의 조성을 위한 종자, 묘목식재, 산림무육, 갱신방법 등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강의하
고, 조림학의 이론을 임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조림사업, 건조 사막지역을 포함한 불모지에 조림을 통하여 사막화방지 등의 환경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을 증식하여 복원소재로 개발하여 환경생태 산업에 활
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This course presents overviews of the procedures and consequences of basic knowledge on 
environmental woody plant seeds, planting, tending, and successional ways and means. The course 
provides basic tools of silviculture for the application to the field level. In addition, the course 
introduces global activities to restore and rehabilitate natural forests and plantations in both 
tropical and arid desert areas in world-wide. Furthermore, the course provides students for 
preparing examination to become both forest and environmental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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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4030 환경영향평가 캡스톤디자인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Capstone Design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일반적인 이론과 각 분야별 예측 및 평가방법, 환경자료의 해석기법을 실례와 함께 다
루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및 사후관리, 개선 과제 등을 포함한다.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is the study of general theor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t gives a lecture about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 from each field and analysis 
method of environmental data with real example. Students also learn making a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reports, consultation and post management.

BES4031 환경세미나 캡스톤디자인 Seminar on Environment Capstone Design

환경 분야 주요 이슈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세미나 교과목으로서 발표 및 토론을 통한 
환경학도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전공 소양을 함양하며, 창의적 종합설계에 의한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 경연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as a Capstone Design Project and a seminar course on environmental main 
issues and solutions. It allows the students to develope the ability of problem-solving skills by the 
ideas and projects contests.

BES4032 환경탄소과학 Environmental Carbon Science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소재의 대표적인 것으로 탄소재료를 들 수 있으며, 이를 배우기 위해 
탄소 소재의 개념과 특성 등을 이해하고 새로운 이용방법 및 제조법에 대하여 강의하며, 탄소재료의 복합재
료로서의 응용 분야를 탐구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to study on the carbon materials as a novel material in the future 
industry. The understanding on functional carbon materials will include the definition, advantages, 
utilization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general knowledge on carbon 
materials.



418 2015 Course Catalog

 교육목표 및 인재상

본 의생명공학과에서는 본교 및 바이오시스템대학의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혜의 체득과 원만한 인

격을 함양시켜 세계화와 급속히 변하는 정보화 사회

에 대비하고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

는 미래지향적인 의생명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예상되는 의생명공학 분야(Red Biotechnology)의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비하고 신생·융합기술 분야

의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하여 의학과 연계한 생물학, 의생명과학 및 응용의

생명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구체적으로 

의생명공학 분야 가운데 본교가 선택적으로 특성화

하고자하는 기초의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기전/원인 

연구 분야이면서 융합·복합기술로서 미래유망 신기

술로 발전 가능성이 큰 파동·나노 생명공학 임상의

과학 분야의 중개연구, 근거중심의 의학, 제품화기술 

분야에서 재생의약, 천연물 및 한의약 그리고 의료기

기 및 바이오소재 분야의 전문가 및 기능성식품, 기능

성 미용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전성 및 유효성 연구 분야의 미래인력 수요를 적극적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한다. 또한 의생명공학전공은 학부과

정으로 의생명과학 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의학전

문대학원, 동대학원 석·박사 과정 진학을 장려하여 

배출된 우수한 의생명공학 분야 전문 인력 가운데 교

내 생명과학연구원의 전문연구인력으로 활용하여 연

구 활동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의생명공학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바탕

으로 창의적인 연구 및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도덕적 책임의식 및 협동심을 갖춘 국제

수준의 의생명공학 분야 및 신생융합기술 분야의 발

전을 견인할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의생명공학전공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목표

를 설정하였다.

1. 의생명공학 전반의 현장에서 제반 문제점을 이

해·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

춤으로써 보건의료 및 산업현장에서 실무 및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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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능

력을 갖춘 의생명공학도를 양성시킨다.

 학과(전공) 소개

MNBT (Medical Nano Bio Technology)

► 의생명 공학분야(Red Biotechnology)의 기초 의

과학 전문인력의 공급

► 신생·융합기술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

재를 교육과 배출

► 본교의 특성화 분야인 생명공학 분야 중 특히 의학

과 연계한 생명과학 및 응용 의생명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 

► 융합·복합기술로서 미래 유망 신기술로 발전 가

의생명공학과
Medical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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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큰 나노 생명공학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 천연물 및 화학 유전체학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인력 양성 

MBE (Medical Bio Engineering)

► 의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기초 의공학 전문 인력의 

공급

► 신생·융합 기술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

재를 교육 및 배출

► 의용메카트로닉스 및 의용전자 분야에 대한 기본

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 교육을 통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

► 기초 의학 분야와 전자공학 분야를 이수하여 전자

공학을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

► 장애인이나 고령화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공학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21세기 복지 사회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

TERM (Tissue Engineering & Regenerative Medicine)

► 의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조직공학 전문 인력의 공급

► 보건의료·융합 기술 분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배출

► 세포배양 및 생체재료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을 습득하고 실습 교육을 통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

► 세포치료기술 및 생체재료에 대한 전문기술을 통

하여 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주요 국가계획에서 생명공학은 국가 전략적 집중분

야로 지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생명공학육성계

획인 Bio-Vision 2016에 의하면 생명공학분야 인력 

배출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이나 

첨단 과학·기술인력 및 산업현장 요구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

력사업 분야인 바이오 신약·장기사업 발전을 견인

할 핵심인력이 2010년에는 7천명 이상이 부족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롭게 태동되는 신생/융합기술 

분야에 필요한 첨단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현황을 보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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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유전체학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차세대 성

장동력사업 : 바이오·신약 장기기술개발, 줄기세포

기술개발 및 뇌과학 분야 등이 주요한 국가적 생명공

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BIT, BN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간의 융합화에 따른 기술혁신과 신기

술의 창출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

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수립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바이오 신약·장기사업의 수행으로 

2012년까지 수출 200억불 달성과 함께 세계 7위 바이

오산업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줄기세

포연구 종합추진계획’(’06)수립에 의하면 2015년까

지 줄기세포분야 세계 3위 진입을 목표로 2006년부

터 10년간 4,300억 원 투손계 추진할 예정이다. Red 

Biotechnology 계 제품개발단계로 보면 기초의과학, 

임상의과학, 제품화기술 및 인허가로 분류된다. 기초

의과학은 개별적 요소 연구에서 최근에는 다학제

간·통합적·융합연구가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

학제간 연구협력체제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임상의

과학은 근거중심의료(Evidence Based 

Medicine/EBM)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과

학과 임상연구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 및 임상시험 등 임상분야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품화기술 분야는 다국

적 제약기업과 생명공학기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시장 확대 노력이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외적인 요소

로서 인허가 문제는 국내 생명공학 산업이 가장 뒤떨

어진 분야에 하나이다. 새로운 바이오제품개발과 규

제간의 속도 불일치 발생은 국내 의약품 개발을 통한 

제품화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

기술과 안전성 평가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통합

적·예측적 안전성평가기술개발 및 시스템구축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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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발전 전략 핵심기술로서 생명공학이 

육성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고 일산병

원과 연계한 의생명공학 기초연구 역량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전·원인연구 분야이면서 융합·복합기술

로서 미래 유망 신기술로 발전 가능성이 큰 파동·나

노 생명공학, 임상의학분야의 중개연구, 근거중심의 

의학, 제품화 기술 분야에서 재생의약, 천연물 및 한

의약 그리고 의료기기 및 바이오소재 분야와 함께 기

능성 식품, 기능성 미용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방사

선조사 식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사회에 배

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학부 졸업생들은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통한 전문 의료인이나 의과대학 교원으로 진출할 것

으로 예상되며, 파동·나노바이오, 의공학, 조직공

학 대학원 과정 진학을 통해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견인하는 선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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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대학원생은 의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으

로서 병원의 기초의학 연구실, 임상연구실의 연구원

과 전문연구인력으로 진출하거나 일반제약 및 생명

공학기업,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교수 소개

박 정 극
전 공 분 야 화공생물공학
세부연구분야 조직공학 및 파동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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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입문 GMP 및 인허가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실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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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학 생화학실험 기기분석 및 실험

대 표 논 문

Kim, S., et al., Improved sensitivity and physical properties of sol-gel protein chips using 
large-scale material screening and selection. Analytical Chemistry, 2006. 78(21): p. 7392-7396.
Kwon, J.A., et al., High diagnostic accuracy of antigen microarray for sensitive detection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 Clinical Chemistry, 2008. 54(2): p. 424-428.
Kim, S., INTEGRATED MICROFLUIDIC PLATFORM FOR MULTIPLEX SELEX ON A CHIP. Nucleic Acid 
Therapeutics, 2011. 21(5): p. A35-A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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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민
전 공 분 야 의공학
세부연구분야 의료기기 및 생체모델링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반도체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아이오와대학(교) 의용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아이오와대학(교) 의용공학과(생체역학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의용계측기기설계실험 임상의공학 및 디자인프로젝트 기초의용전자실험 재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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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nalysis of contrast agent flow patterns from sequential ultrasound images using a motion 
estimation algorithm based on optical flow patterns,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2014.
Comparison of epidermal/dermal damage between the long-pulsed 1064 nm Nd:YAG and 755 nm 
Alexandrite lasers under relatively high fluence conditions: quantitative and histological 
assessments,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2014.
Estimating contrast agent motion from ultrasound images using an anisotropic diffusion-based 
optical flow technique,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2013.

이 태 용
전 공 분 야 생체역학, 재활공학
세부연구분야 Foot and Ankle Biomechanics, Osteoporosis
학사학위과정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owa Biomedical Engineering 공학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Engineering Mechanics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Biomedical Engineering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초의공학개론 생체역학및모델링 근골격계역학 의공학특론

대 표 논 문

Teoh JC, Shim VPW, Lee T. (2014) Quantification of plantar soft tissue changes due to aging in 
various metatarsophalangeal joint angles with realistic tissue deformation, Journal of Biomechanics, 
47(12):3043-3049
Anitha D, Kim KJ, LimSK, Lee T. (2013) Implications of local osteoporosis on the efficacy of 
anti-resorptive drug treatment: A 3-year follow-up finite-element study in risedronate-treated 
women, Osteoporosis International, 24(12): 3043-3051
Lakes RS, Lee T, Bersie A, Wang YC. (2001) Extreme damping in composite materials with 
negative-stiffness inclusions, Nature, 410:56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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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화학 생유기화학 화학생물학 고급유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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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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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 섭
전 공 분 야 Biomedical Engineering
세부연구분야 Medical Ultrasound Transducer and Imaging System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공업수학 생체신호분석프로그램 신호및선형시스템 의료진단및치료시스템 

대 표 논 문

Jong Seob Jeong, Jungwoo Lee, Changyang Lee, Shia-Yen Teh, Abraham Lee,  and K. Kirk Shung, 
Particle Manipulation in a Microfluidic Channel Using Acoustic Trap, Biomed. Microdevices, 2011
Jong Seob Jeong, Jonnathan Matthew Cannata, and K. Kirk Shung, Adaptive HIFU Noise 
Cancellation for Simultaneous Therapy and Imaging Using an Integrated HIFU/Imaging Transducer, 
Phys. Med. Biol., 2010
Jong Seob Jeong, Jonnathan M. Cannata, and K. Kirk Shung, Dual-Focus Therapeutic Ultrasound 
Transducer for Production of Broad Tissue Lesions, Ultrasound Med. Biol., 2010

서 영 권
전 공 분 야 Tissue ngineering
세부연구분야 생체재료, 바이오리액터, 줄기세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조직공학 생체재료공학개론 재생의학특론

대 표 논 문

Young-Kwon Seo et al., Increase of BM-MSC proliferation using L-DOPA on titanium surface in 
vitro. J Biomaterials application 2012
Young-Kwon Seo et al., Immobilization of BMP-2 on a nano-hydroxyapatite-coated titanium 
surface using a chitosan calcium chelating agent.Int J Artif Organs. 2013
Young-Kwon Seo et al., Anti-photo aging effect of fermented rice bran extract UV-induced normal 
skin broblasts. Eur Food Res Technol (2010)

김 종 필
전 공 분 야 줄기세포학
세부연구분야 Stem cells, Cell reprogramming, neurodegenerative diseases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생물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Columbia University 신경생물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동물세포배양공학 인체세포공학개론

대 표 논 문

Kim J, Su S, Wang H, Cheng A, Cassady J, Lodato M, Lengner C, Chung C, Dawlaty M, Tsai 
L, Jaenisch R. Functional integration of dopaminergic neurons directly reprogrammed from mouse 
fibroblasts. Cell stem cell 2011, Nov 4 (9) 413-419
Kim J, Lengner CJ, Kirak O, Hanna J, Cassady J, Lodato MA, Wu S, Faddah D, Steine E, Gao 
Q, Fu D, Dawlaty M, Jaenisch R. Reprogramming of postnatal neurons into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by defined factors. Stem Cells. 2011 Jun;29(6):992-1000
Kim J, Inoue K, Ishii J, Vanti WB, Voronov SV, Murchison E, Hannon G, Abeliovich A A MicroRNA 
feedback circuit in midbrain dopamine neurons. Science. 2007;317(5842):1220-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개설학기 비고
BME2001 유기화학 3 3 0 기초 학사1~2년 1
BME2002 생명공학입문 3 3 0 기초 학사1~2년 1
BME2004 공업수학 3 3 0 기초 학사1~2년 영어 1
BME2006 생화학 3 3 0 기초 학사1~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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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개설학기 비고
BME2011 의생명 기기분석 및 실험 4 3 2 기초 학사1~2년 2 사이버강좌
BME2012 의생명공학개론 3 3 0 기초 학사1~2년 2 팀티칭
BME2014 인체생리학개론 3 3 0 전문 학사1~2년 영어 1
BME2015 인체해부학개론 3 3 0 전문 학사1~2년 2
BME2017 의생명생유기화학실험 2 1 2 기초 학사1~2년 2
BME2018 생체신호분석프로그램 3 2 2 기초 학사1~2년 2
BME2019 생체재료공학개론및실험 3 2 2 기초 학사1~2년 영어 2
BME2021 근골격계역학 3 3 0 기초 학사1~2년 영어 2
BME2022 기초의공학개론 3 3 0 기초 학사1~2년 영어 1
BME4004 생유기화학 3 3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ME4013 화학생물학 3 3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BME4014
주니어세미나
(의생명공학 Junior Seminar)

1 1 0 전문 학사3~4년 1

BME4015 생체역학및모델링 3 3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ME4018 조직공학 3 3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ME4020 의료진단및치료시스템 3 3 0 전문 학사3~4년 2
BME4021 재활공학 3 3 0 전문 학사3~4년 2
BME4022 의공학특론 3 3 0 전문 학사3~4년 1
BME4024 인체세포공학개론 3 3 0 전문 학사3~4년 2
BME4025 GMP및인허가 3 3 0 전문 학사3~4년 1
BME4026 재생의학특론 3 3 0 전문 학사3~4년 2
BME4027 신호및선형시스템 3 3 0 전문 학사3~4년 1
BME4028 단백질공학 3 3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ME4029 바이오산업공학 3 3 0 전문 학사3~4년 1
BME4032 조직공학및재생의학실험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BME4034 의용계측기기설계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2
BME4036 세포배양공학및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ME4038 의생명생화학및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1
BME4031 기초의용전자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BME4039 논문연구지도캡스톤디자인 0 1 0 전문 학사3~4년 1

BME4037
임상의공학및디자인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3~4년 2

Internship Program 3 0 4 전문 학사3~4년 계절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MNBT 트랙

의생명공학개론
유기화학

생명공학 입문
생체재료공학개론 및 실험

공업수학
일반생물학 및 실험 1,2
일반화학 및 실험 1,2

➡

의생명생화학및실험
생화학

의생명기기분석 및 실험
화학생물학
단백질 공학

바이오산업공학
Internship Program

면역학
약학개론

세포학 및 실험
동물세포공학

의료진단 및 치료 시스템

MBE 트랙

생체신호분석프로그램
공업수학

의생명공학개론
생체재료공학개론 및 실험

생명공학입문
유기화학

➡

기초의용전자실험
의료진단 및 치료 시스템

재활공학
생체역학 및 모델링
신호 및 선형시스템
의용계측기기설계실험
Internship Program

전자회로
동물세포배양공학및실험

생화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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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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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전기공학부 ENE4001 전자회로 및 실험 1 4
생명과학과 BIO4019 분자생물학 3

바이오환경과학과 BES2005 천연고분자화학 및 실험 3

■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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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c Chemistry involve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structure, properties, composition, reactions, 
and preparation (by synthesis or by other means) of hydrocarbons and their derivatives.

BME2002 생명공학입문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자연과학 및 생명공학의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생물공학 기술에 대한 분야별 현황과 앞으
로의 발전 방향을 논하며, 기초적인 생화학과 미생물학 등에 근거하여 생명공학 전반의 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품들에 관한 소개를 한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TERM 트랙

생체재료공학개론 및 실험
생명공학입문
의생명공학개론

유기화학
공업수학

일반생물학 및 실험 1,2
일반화학 및 실험 1,2

➡

인체생리학개론
생화학

인체해부학개론
세포공학및실험

인체세포공학개론
조직공학

GMP 및 인허가
재생의학특론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실험실습

동물생리학 및 실험
세포학 및 실험

면역학
의료진단 및 치료 시스템

복수전공트랙

생명공학입문
의생명공학개론

의료진단 및 치료 시스템
생체재료공학개론 및 실험

공업수학
유기화학 

의생명기기분석 및 실험
동물세포배양공학및실험

생화학

➡
복수전공자는 각 해당과정의
전문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밑줄표시 : 트랙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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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troductory course will introduce and handle most of the post and current bio technological 
achievement and bio products manufacturing technologies.

BME4004 생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기본적 이론을 이용하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현상을 이해한다.

Bioorganic chemistry attempts to expand organic-chemical researches (that is, structures, 
synthesis, and kinetics) toward biology.

BME2004 공업수학 Industrial Mathematics

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공업 수학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The basic theories of engineering mathematics will be provided.

BME2006 생화학 Biochemistry

생화학의 기본원리 및 응용분야 혹은 technology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Biochemistry course is the study of chemical processes in lining organisms. It involves concepts of 
basic mechanism, application and technology about biomolecules.

BME2011 의생명기기분석및실험 Biomedical Instrumental Analysis

의생명 공학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기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A course on a various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for biomedical analysis.

BME2012 의생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의생명공학 연구 분야의 소개와 최근 연구 현황 및 연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다.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This curriculum is intend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ecent research trends.

BME2014 인체생리학개론 Human Physiology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및 장기의 생리학적현상과 기작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is understanding about  physiological phenomena and mechanism 
of the body’s tissues and organs.

BME2015 인체해부학개론  Human Anatomy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 및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is understanding about  functional connection and structures of the 
body’s tissues and organs.

BME2017 의생명 생유기 화학 및 실험  Bio- Organic Chemistry Lab

의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실험을 통해 유기화학 내용을 자신의 확고한 지식으로 만드는 교과 과정이다.

Bioorganic chemistry attempts to expand organic-chemical researches (that is, structures, 
synthesis, and kinetics) toward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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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E2018 생체신호분석프로그램  Mathematical Program in Biomedical Engineering

생체신호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하는 교
과 과정이다

This course offers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 the basic algorithm and to learn the computer 
programming techniques for analyzing bio-signal data.

BME2019 생체재료공학 개론 및 실험 Principle of Biomaterials & Experimentation

보건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생체재료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험을 통하여 관련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is understanding biomaterials used in the health care and incubation 
experiments to acquire processing technique.

BME2021 근골격계역학  Musculoskeletal & Orthopaedic Biomechanics

뼈의 역학적인 특징 및 근골격계를 형성하는 세포 및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각종 역학적인 모델링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musculoskeletal system.

BME2022 기초의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의공학의 기본원리 및 Human Activity에 관련한 응용의 사례를 이해하는 과목이다. 의공학의 기초적인 내용 
습득과 이의 공학적 응용을 학습하며, 나아가 의료기기가 어떻게 개발되고 실제 제품으로 나오는지에 관한 
내용을 습득한다.

The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course covers basic concepts of biomedical engineering 
and their connection with the spectrum of human activity. It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on which biomedical engineering is based. Case studies of 
medical products illustrate the product development-product testing cycle, patent protection, and 
FDA approval. It is designed for science and non-science majors.

BME4013 화학생물학  Chemical Biology

화학의 원리와 첨단 방법론을 이용하여 생명현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의 원리와 그 예에 
대하여 학습함.

Application of chemical techniques and tools to the study and manipulation of biological systems.

BME4014 주니어세미나(의생명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Junior Seminar

의생명공학 연구 분야의 소개와 최근 연구 현황 및 연구 동향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본다.

BME4015 생체역학 및 모델링  Introduction to Biomechanics and Modeling

인체 및 기관이나 조직의 역학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컴퓨터 모델링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위한 기본지식
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This course offers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 physical phenomenon on bone, organ, and 
cellusing computational modelling and analysing.

BME4018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공학도의 관점에서 생 인공 조직 및 장기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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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is learning a method of  manufacturing for the bio-artificial tissues 
and organs.

BME4020 의료진단 및 치료시스템  Biomedical Instrument for Diagnosis and Treatment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첨단 의료기기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This course offers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advanced biomedical instrument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BME4021 재활공학  Rehabilitation Engineering

인체의 보행과 같은 움직임을 분석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디자인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과정이다.

This course offers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rehabilitation 
engineering in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wheeled mobility, seating and positioning, 
environmental control as well as emerging technologies.

BME4022 의공학특론 Frontiers of Biomedical Engineering

의학공학과 관련된 여러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의공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 의학공
학에 대한 보다 심층있는 이해를 돕는 교과과정이다.

This seminar will feature various bioengineering-related  speakers.

BME4036 세포배양공학및실험 Cell Engineering & Experiments

동물세포 배양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배양기술을 습득한다.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animal cell culture and incubation experiments to acquire cell 
culture technique.

BME4024 인체세포공학개론 Human Cell Technology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및 줄기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대한 기작과 현상을 이해하기위한 교과과정이다.

The purpose of curriculum is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and  mechanism of human stem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BME4025 GMP 및 인허가  GMP & Approval Process

바이오제품의 생산 및 허가 전반에 관련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is learning the methods for biotechnology products  and approval.

BME4026 재생의학특론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재생의학 관련 기술에 대하여 학습하며 앞으로의 산업화 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is learning technologies of  regenerative medicine and research 
about the future prospects of the  industrialization.

BME4027 신호 및 선형시스템  Signals and Linear Systems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 해석, 푸리에 급수 및 변환, 샘플링 이론,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Z-변환 및 각종 필터 
설계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생체신호 및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교과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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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fundamental knowledge for analyzing bio-signals and systems. 
This includes time domain signal analysis, Fourier series and transform, sampling theory, Laplace 
transform, Z-transform, and several filter design techniques.

BME4028 단백질공학  Protein Engineering

아미노산의 구조와 성질,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 단백질의 기능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교과과정임.

This course includes lectures on the structure and the properties of amino acids and proteins as 
well as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on the applications of protein engineering in various 
biomedical research.

BME4029 바이오산업공학 Bioindustry Engineering

바이오산업 제약부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재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미래 바이오기술에 대한 비
전을 학습한다.

Invite bio industry pharmaceutical expertise to find a current trends in bioindustry and share the 
vision for future biofield.

BME4038 의생명 생화학 및 실험 Biochemistry and Lab

생화학의 기본원리 및 응용분야 혹은 technology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실험 지식을 습득한다.

This Biochemistry Laboratory course is a stand-lone labcourse allowing students to experiment with 
biochemicalsystems, processes, and compounds, including protein purification, enzymekinetics, and 
recombinant DNA techniques.
Students training for careers in chemistry and molecular life sciences must acquire extensive 
experience working with biomolecules in the lab, and this labcourse will help you gain that 
experience and prepare you for your chosen career.

BME4031 기초 의용 전자 실험  Biomedical Laboratory

심전도(ECG), 근전도(EMG)와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회로도를 구성하여 생체신호
의 측정/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This course offers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 a basic principle of various bio-signals, such as 
electromyography (EMG), electrocardiography (ECG) and to estimate them via a laboratory 
experiment.

BME4032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실험실습  Tissue Engineering & Regenerative 
Medicine & Experimentation

(캡스톤디자인)
다양한 세포, 스캐폴드, 그리고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인공조직 제조와 생물학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관련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is learning technologies of artificial tissue manufacturing and safety 
evaluation and then incubation experiments to acquire processing technique.

BME4039 논문연구지도캡스톤디자인  Research and Thesis Capstone Design 

졸업 논문 작성 시 실험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이며, 해당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반드시 
실험 결과로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실험법과 실험 노트 
작성법을 습득한다.

It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want to submit their thesis with experimental results. Student may 
take this course as a continuation  of Research and Thesis 1 or as a separat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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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E4034 의용 계측 기기 설계 실험  Circuits and Electronics for Biomedical Engineering

전자회로와 회로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구현함으로써 의료기기 장비의 회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과정이다.

This course provides a fundamental knowledge to understand electric circuits, electronics, and 
underlying structures in biomedical devices.

BME4037 임상의공학및디자인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Clinical Biomedical Engineering and 
Device Design Project(Capstone Design)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공학 기술을 소개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기 디자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개별 프로
젝트를 수행한다.

Clinical biomedical engineering and device design project is aimed to introduce clinical using 
technologies and to understand design concept of user experience design by carry out individu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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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식품생명공학교육의 기본 목표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품에 관한 이공학적인 문제

와 생명공학의 응용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있다. 본 

전공에서는 식품화학·식품미생물학·식품공학·

식품생화학 등의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현대 식품산

업기술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최신 식품가공 및 저장 

기술, 식품 분석 및 위생, 식품공정, 발효공학 및 생물

공학, 특수 기능성 식품 등에 관한 응용학문의 이론을 

실험실습과 병행하여 교육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

은 졸업 후 실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제 

해결에 대한 응용력과 창의력을 갖게 되어 산업계나 

학계에서 크게 공헌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다. 식품생명공학전공교육을 통하

여 전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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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설계 및 

가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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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생산 공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계측제어 시스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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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미생물 및 화학적 위해 요인들을 조사하여 관

리한다.

5. 기술 마케팅

 ⦁판매 시장을 분석하고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식품 및 가공 특성의 이해에 근거한 기술마케팅

을 구상한다.

식품생명공학과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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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식품생명공학

 학과(전공) 소개

식품생명공학과는 1961년 국내 최초로 식품공학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학문의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식품생명공학과로 발전하였다. 최초 농림대학에 개

설되었으나 1966년 산업대학, 1969년 공과대학 그리

고 1999년 현재의 바이오시스템 대학으로 편제되었

다. 단과대학으로의 편제 이전은 식품생명공학과가 

주도가 되어 각 단과대학의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그동안 2300여명의 학사, 350명의 석사, 6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하여 한국 식품산업이 요구하는 유

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일 뿐 아니라 식품

공학계를 이끄는 선두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현

재 식품산업이 요구하는 식품화학, 식품미생물, 식품

공학, 식품생화학, 식품가공학 및 기능성식품학을 주

축으로 식품생명공학 전 분야의 다양하고 심화된 교

육과정을 근간으로 연구 성과에 있어 교육부, 농림식

품부, 식약처 등의 핵심 연구과제와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식품

생명공학과로는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

으며 타 학교에는 없는 농림식품부 지정 농업연구센

터와 본교 지정 중점연구센터 그리고 2개의 연구센터

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전국단위의 

BK21플러스 사업팀에 선정되어 최고의 대학원 및 학

부 교육 지원시스템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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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완성 후 질병에 대한 대처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

되고 있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리조절 기능을 갖

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

므로 식품산업은 미래 생명공학 시장에서 의약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이나 천연물에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성분을 탐색하고,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

여 이를 식품으로 상품화시키는데 식품생명공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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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제과·제면업체 등의 진출도 활발하다.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식품공학 출신 졸업생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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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이 승 주
전 공 분 야 식품공학
세부연구분야 지능형식품포장, 식품효소 및 미생물 공학
학사학위과정 서울(교) 식품공학과(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메사츄세쯔 주립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박사
담 당 과 목 식품재료학 식품공학 식품공학실험 곡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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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축산학회지 29: 349-355

홍 광 원
전 공 분 야 식품생화학
세부연구분야 식중독 위해요소의 분자진단, 효소와 균주의 분자육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전공)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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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고분자물성학, 점도증진소재개발, 식품조직감 및 유변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Univ. of Rhode Island 식품공학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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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ological and thermal effects of galactomannan addition to acorn starch paste. LWT-Food Sci. 
Technol 44: 759-764 (2011)
Effect of resistant starch (RS3) addition on rheological properties of wheat flour. Starch/Starke. 64: 511-516 (2012)
Steady and dynamic shear rheological properties of gum-based food thickeners used for the diet 
modification for patients with dysphagia : Effect of concentration. Dyshagia. 28(2): 205-2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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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식품생명공학

이 광 근
전 공 분 야 식품화학 및 독성학
세부연구분야 식품독성물질 분석,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전통발효식품의 기능성 및 위해성 연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농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캘리포니아 대학-데이비스 식품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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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재
화학 연구를 통한 Wellbeing지향 식품개발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전공) 농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미시간주립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간주립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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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왕 준
전 공 분 야 식품미생물학, 발효공학, 유해식품미생물학

세부연구분야
lactic fermented foods (kimchi, fermented sausage), lactic acid bacteria, protective culture, 
bacteriocin, probiotics, prebiotics, synbiotics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발효미생물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yoming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Ph. D.

담 당 과 목
식품미생물학
(영어강의)

식품유해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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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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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FOO2002 식품재료학 3 3 　 기초 학부2학년 영어강의 1 　
FOO2005 식품분석화학 3 3 　 기초 학부2학년 영어강의 1 　
FOO2007 식품분석실험 3 1 4 기초 학부2학년 　 2 　
FOO2009 식품생명공학개론 3 3 　 기초 학부1학년 　 1 팀티칭강의
FOO2011 식품미생물학 3 3 　 기초 학부2학년 영어강의 2 교직이수과목
FOO2012 식품생화학 3 3 　 기초 학부2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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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04009 식품가공학 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1 　
FOO4011 식품가공학 Ⅱ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3 식품화학 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4 식품공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6 식품저장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17 발효공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2 　
FOO4018 식품공학 실험 3 1 4 전문 학부3~4학년 　 1 　
FOO4019 식품위생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2 교직이수과목
FOO4021 천연물식품소재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23 유해식품미생물학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1 　
F004024 기능성식품학 1 3 3 　 전문 학부3~4학년 　 1 교직이수과목　
F004025 기능성식품학 2 3 3 　 전문 학부3~4학년 　 1 　
F004026 식품포장 Capstone Design 3 3 　 전문 학부3~4학년 　 2
FOO4027 식품신제품개발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부3~4학년 영어강의 1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식품개발 및 
식품품질관리 

분야

식품재료학
유기화학
식품생화학
식품분석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분석실험

➡

식품화학
식품가공학Ⅰ, 식품저장학

식품가공학Ⅱ, 
식품포장 Capstone Design

식품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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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능성식품학 2

유기화학
식품분석화학
분자생물학입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실험
발효공학

➡

식품화학
식품가공학Ⅰ
식품가공학Ⅱ
생물공학

식품화학실험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실험

생물통계학
기기분석

분리기술공학
콜로이드공학
생물화학공학

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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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의생명공학과 BME2001 유기화학 3
통계학과 STA4020 통계적품질관리 3

화공생물공학과 CEN4043 생물화학공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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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ication of food ingredients in terms of appearance, texture, etc.; buying, storing and 
handling; nutritional information; alterations of their properties by cooking or processing in terms 
of chemical, physical, and sensorial changes; preparation and cooking.

FOO2005 식품분석화학 Food Analytical Chemistry

식품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필요한 기초이론인 분석화학기초, 부피분석법, 적정법에 대한 이론과 기기분
석에 쓰이는 여러 기기들, 즉 분광광도계,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GC, HPLC의 원리에 대한 이론과 이를 식품
분석에 응용하는 실제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lass covers funda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of food analysis. As a basic course, food analysis 
provides practical knowledge of the collection, interpretation, and use of such analytical data, especially 
in foods. The main topics of analytical chemistr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emistry will be covered 
in this course. Based on this class, students can prepare more conveniently food related license ex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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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troductory experiment to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physical and chemical methods for 
determining the constituents of food.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복수전공자

식품재료학
식품분석화학
유기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생화학
식품분석실험

➡
복수전공자 각 해당과정의 

전문교육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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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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science of food and biotechnology is introduced by all faculty members (team teaching) for fres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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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cture will be covered on basic information of microbiology associated with food including 
taxonomy of microorganism, physiology, metabolism, cell structure and function, cell growth, genetic 
backgrounds. In addition, it will be covered on food manufacturing using food microorganisms, 
biological storage, lactic acid bacteria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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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작용
과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생체고분자 물질들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This class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biological cells consisting of 
creatures, and substances related to the creatural activities such as Carbohydrates, Proteins, 
Nucleic acids and Lipids. In addition, lectures on Anabolism and Catabolism which are metabolic 
pathways to degrade and obtain a chemical energy from exterior environments and synthesise 
biological macro-molecules for maintenance of their lives.

FOO400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의 기본성분인 수분, 지방질,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특수성분인 색깔, 냄새, 맛 등에 대한 화
학과 그의 이화학적 특성, 식품중의 역할, 식품의 가공, 저장 및 조리 중 이들 성분의 변화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lass covers funda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of chemistry in foods. Usually many changes 
in food processing and storage are due to those of chemicals in foods. Thu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zation and properties of these chemicals is so important to the food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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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 and transfer of biological information: Physical and chemical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nucleic acids, Biosynthesis of DNA and RNA (replication and transcription), Protein synthesis 
(translation and genetic code), Mutation,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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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s of heating, freezing, refrigeration, drying, concentration, etc. The influence of 
physicochemical changes during processing on quality aspects of process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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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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techniques in preparation of media, sterilization, isolation and pure culture, microscopic 
observation, Gram staining of bacteria, size determination of microorganism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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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s based on the latest biochemistry fields such as spectrophotometry (quantification of 
biomolecule), chromatography (enzyme purification), electrophoresis, enzyme assay and kinetics, 
recombinant DNA techniques (DNA purification, transformation,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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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과 이들 가공식품들의 품질특성에 관한 측정기술을 습득한다.

A laboratory course designed to introduce several processing methods used in food industry and to 
emphasize physical testing methods to evaluate the qualities of processed foods.

FOO4011 식품가공학 Ⅱ Food Processing Ⅱ

식품가공학Ⅰ의 연속강좌로서 식품가공학Ⅰ이수를 필수로 하며, 본 강좌에서는 농・축산물 가공에 관련하는 
원료의 검사, 전처리, 가공방법, 품질검사요령 등을 강의하며, 곡류가공, 제과, 제빵, 과일가공, 야채가공, 
유가공, 육가공 등에 대한 각 공정별 원리 및 가공과정 중 변화에 대해 강의한다.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esses as they apply to cereal, vegetable and fruit, milk, meat. 
seafood, confectionery, and beverage products.

FOO4013 식품화학실험 Food Chemistry Lab.

본 강좌의 주요한 내용은 식품 중 수분, 조지방의 정량, 유지의 각종 이화학적 특성 시험, Thin layer 
chromatography 와 Gas liquid chromatography의 원리와 응용, 식품 중 환원당, 조섬유, 조단백질의 정량
의 원리이며 이에 대해 강의 및 실험을 수행한다. 

In this class the excremental topics listed as below will be carried out by lecturing and experiment. 
They are analysis of water, crude lipid, reducing sugar, crude fiber and crude protein, lipid related 
index,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TLC and GC.  

FOO4014 식품공학 Food Engineering

식품공학의 수리적 기초이론 및 전달현상인 단위환산,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습윤도표, 건조, 증발, 냉동사이클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ss balance, energy balance, thermodynamic properties, fluid flow, heat transfer, 
mass transfer, and refrigeration system which are applied to basic food processing.



438 2015 Course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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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론과 측정방법을 강의한다.

Theories and methods of food preservation. Emphasis is on changes in the physic chemical 
properties of foods and food materials during storage.

FOO4017 발효공학 Fermentation Technology

김치, 간장, 된장, 막걸리, 일본청주, 발효유, 식초 등의 다양한 발효식품의 제조에 응용되는 미생물의 발효
특성 및 발효공정에 대한 최신 기술을 강의한다.

The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of fermented foods(Kimchi, soysauce, soybean paste, rice wine, 
fermented milk and vinegar) and state of the art method of fermentation will be carried out.

FOO4018 식품공학실험 Food Engineering Lab

식품가공, 저장, 유통 중 일어나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품질 변화를 수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실험 
교육을 실시한다.

Educate students for experimental education of biological, physical and chemical changes occurred 
during food processing, storage and distribution.

FOO4019 식품위생학 Food Hygiene

식품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 오염원 및 생성메커니즘, 유해물질의 특성 및 예방법과 식품
안전에 관련된 여러 법규에 대해 강의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ods is food safety. Foods are ready to be degenerated in each 
step such as harvest of food materials,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ale. Food safety is threatened 
by toxic compounds or pathogens which can be added or naturally occurred. In this class, various 
contents of food safety are introduced. In addition, properties of hazardous compounds and 
pathogens in foods are covered.

FOO4021 천연물식품소재학 Natural Food Material

인체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여하는 천연물 식품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비롯하여 화학적 성분
과 기능, 소화, 흡수, 에너지대사 및 과잉이나 결핍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건강장애에 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emerging natural food materials with an 
emphasis on the chemical bioactive compounds, functionality, digestion, absorption, energy 
metabolism, excess intake, deficiency, and related health diseases.

FOO4023 유해식품미생물학 Harmful Microorganisms in Foods

식품을 오염시켜 부패, 식중독 및 식인성 질병을 발생시키는 유해미생물의 특성 및 이들의 저감화/제거에 
대한 최신지식을 강의한다.

Characteristics of health threatening microorganisms in foods that cause putrefaction, food 
poisoning, and food-borne diseases will be dealt with. Also the state-of-the art technology on 
reducing, sterilization, and prevention of harmful microorganism in food will be introduced.

FOO4024 기능성식품학 1 Functional Foods 1

인체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여하는 기능성식품 및 기능성 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비롯하여 생체
방어, 생체리듬조절 기능 및 메커니즘 적용방법,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방법, 관련법규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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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e students for functional foods education including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food ingredients, functional mechanism of action, body modulation function, evaluation 
of functionality and safety, and related law and regulation. 

FOO4025 기능성식품학 2 Functional Foods 2

인체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여하는 기능성식품 및 기능성 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비롯하여 생체
방어, 생체리듬조절 기능 및 메커니즘 적용방법,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방법, 관련법규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Educate students for functional foods education including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food ingredients, functional mechanism of action, body modulation function, evaluation 
of functionality and safety, and related law and regulation. 

F004026 식품포장 capstone design Capstone Design for Food Packaging

식품 포장에 관하여 학생팀 주도적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그 수행 결과로부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교육 과정은 교수의 지도 하에서 팀원을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To educate the students to increase their creative abilities to bring up the task topics, set up the 
experimental design, execute the works, and eventually resolve the tasks. The classes are sequently 
held to cover the team construction, the topic selection, the proposal writing, the work execution, 
and the final reporting. 

FOO4027 식품신제품개발캡스톤디자인 New Product Development Capstone Design 

교육과정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의 실제 제품 개발 실습 및 발표로 구성된다. 신제품개발 단계인 아이디어 
구상, 팀 구성, 컨셉 보드 제작 및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 시제품 개발, 공정 개발, 사후 품질 관리의 순서로 
강의 하며,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서 팀원을 구성, 과제 선정, 수행계획서 작성, 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발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의 순서로 진행된다. 

Principles of food product development including new idea generation, concept development, team 
configuration, recipe development, lab-scale product development and final product development 
by considering scale-up process, quality and safety control are covered by lecture and hands-on 
development. The classes are sequently held to cover the team construction, the topic selection, 
the proposal writing, the work execution, and the final reporting. All student activity is 
constr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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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공통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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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개별연구 1 1 0 1 전문 3~4학년 P/F 1/2

DES4006 기업체맞춤형프로젝트1 3 0 3 3 전문 3~4학년 P/F 1
DES4007 기업체맞춤형프로젝트2 3 0 3 3 전문 3~4학년 P/F 2
DES4008 커리어멘토링 3 3 0 0 기초 2~3학년 P/F 1/2
DES4009 다학제캡스톤디자인 3 3 0 0 전문 3~4학년 P/F 1
DES4011 창업캡스톤디자인 3 3 0 0 전문 3~4학년 P/F 2

 교과목 해설

공과대학 공통 전공교육과정

개별연구 Individual Research

학생별 관심 분야에 대해 관련 전공 교수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학기 중에 연구를 수행한다.

Student selects a topic in his/her interest and performs research with a guidance from an advisor 
with relevant major.

DES4006 기업체맞춤형프로젝트1 ICIP1(Internship & Capstone design Integtated Program)

1년간에 걸친 캡스톤 디자인 수행 및 여름방학 인턴쉽의 참여를 통해 기업에서 제시하는 실제 문제점을 해결
한다. 학생들은 4~5명이 한팀을 구성하여 1인의 책임교수 및 1인의 회사 멘토와  상의하여 기업체에서 제시
한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1년간 수행한다.

By participating in summer internship and one-year Capstone Design work, practical problems 
given by businesses are solved.  A group of four to five students will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a professor in charge and a mentor from business, on a project given by a business for a year.

DES4007 기업체맞춤형프로젝트2 ICIP2(Internship & Capstone design Integtated Program)

1년간에 걸친 캡스톤 디자인 수행 및 여름방학 인턴쉽의 참여를 통해 기업에서 제시하는 실제 문제점을 해결
한다. 학생들은 4~5명이 한팀을 구성하여 1인의 책임교수 및 1인의 회사 멘토와  상의하여 기업체에서 제시
한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1년간 수행한다.

By participating in summer internship and one-year Capstone Design work, practical problems 
given by businesses are solved.  A group of four to five students will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a professor in charge and a mentor from business, on a project given by a business for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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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4008 커리어멘토링 Career Mentoring

전문가 특강이나 멘토링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합당한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도하며, 포트폴리오 개념
을 이해시미고 실제로 작성하게 한다.

Carrier mentoring combines classroom theory with practical knowledge of operation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ackground on which to base and build a portfolio, and to enhance a professional 
carrier. Seminar on a particular topic may include lectures given by faculty and invited speakers.

DES4009 다학제캡스톤디자인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다수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해결 목표를 설정한뒤 다학제간 
지도교수의 자문하에 학생이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Studens from multiple departments form a team, choose a complex and creative subject, identify 
issues and solve the problem with consulting with advisors from various majors.

DES4008 창업캡스톤디자인 Entrepreneurship Capstone Design

다수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해결 목표를 설정한뒤 다학제간 
지도교수의 자문하에 학생이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Studens from multiple departments form a team, choose a complex and creative subject, identify 
issues and solve the problem with consulting with advisors from various maj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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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전자전기공학에 대한 제반 이론과 응용력을 습득토

록 하여 날로 발전하는 학문적 내용에 신축적으로 대

응하고 다양한 사회요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전자전

기공학도의 양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사회

에 대한 책임감 및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갖추어 인류

의 문화발전은 물론 전문지식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전 세계의 전자전

기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전자

전기공학 기술 인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전

자전기공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교육목표

를 설정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하여 학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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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배양한다.

3. 소통 능력과 팀웤,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습득하여 

자신의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학과(전공) 소개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는 스스로가 문제점을 파악하

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공학도를 육성하

기 위해 전자 및 전기 공학도가 갖추어야할 전공 뿐 

아니라, 기본 소양 및 응용력을 배양하는 교육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 전공교육의 실험/실습을 강화하여 중요 교과목의 

이론과 실험/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ii) 신재생에너지, 나노전자공학,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공학 등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도입하고 있고, (iii) 전공 교과목 이외에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공학도로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공학설계, 캡스톤 디자인, 커리어 멘토

링, 인턴십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IT 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공학과와 전기공학과를 2010학

년도부터 통합하고, 새롭게 전자전기공학부의 교과

과정을 6개 트랙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

야의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공학과는 1966년 2월 산업대

학 자동제어학과의 설립이 그 시초로 1967년 3월 신

입생을 모집하여 1968년 12월 전자공학과로 개칭하

였다. 한편 전기공학과는 1967년 12월 수자원공학과

로 출발하여 1969년 12월 전기공학과로 개칭하였었

다.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의 교수진은 한국과학재

단의 ERC사업인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을 유

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으며, 각종 IT분야 

첨단연구에 매진하여 큰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본 

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가 학부 

교육에 연결되는 순환 시스템을 통하여 산업계 수요

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를 갖추고, 학부내 학생회 조직

전자전기공학부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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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긴밀한 관계를 통한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요구

를 최대한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부 지원 ‘BK사업’, 정보통신진

흥연구원 지원 ‘NEXT사업’을 유치해 학부 교육 발전

에 이바지한 바 있고, 2011년 부터 지식경제부 지원 

‘친환경 전력기기산업 기초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

여 첨단기술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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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을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

해가 필수 불가결이다.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반도

체, 컴퓨터,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로보틱스, 영상 

및 음성 분야, 에너지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전자전기

공학 분야 학문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에 

기반한 연구 개발이 지금과 같은 제조 기반 산업사회

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자전기공학은 우리의 일상생

활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여러 가지 

편리한 가전기기, 인력과 경비의 절감,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자동화 및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정보 문화생활의 총아인 컴퓨터와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관련된 기본 이론, 그 설계와 제조 및 운용기술

을 연구한다. 또한 가장 편리한 에너지중의 하나인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연구하며, 핵융합 이용에 의한 첨단기술의 개

발, 초전도기술과 에너지 저장기술의 응용, 풍력에너

지,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및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응용, 저공해 환경 설비 개발, 전

기자동차, 고속전철, 자기부상 열차 등 첨단수송기기

를 연구한다. 전자전기 산업은 기술 집약적 첨단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술발전 속도가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으며 벤처 산업의 요람이 되며 21세기 정보지

식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의 핵심을 담

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의 중요 수출항목인 

반도체, PDP/LCD/AMOLED, 무선통신 단말기, 자

동차, 선박 등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전자전기공학은 

필수적인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전기공학 분

야의 기술 수준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이다. 또한 건설, 기계, 

항공 산업에서 전자전기공학 분야는 급속도로 비중

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전

자전기공학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분야이며 전

자전기기기의 무선화, 고속화, 소형화, 대용량화의 

추세에 맞춰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기술은 계속 발전

하고 있다. 새로운 전자전기 응용기술의 등장으로 단

순 근로자보다는 전자전기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

식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학교, 연구

소, 산업체, 국가기관 등에서의 그 희소가치는 충분

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전공 학생들의 취업의 폭이 넓어 전자, 반도체, 디스

플레이, 통신, 멀티미디어, 컴퓨터, 자동차 관련 제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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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전기

공학부의 진출분야는 실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광

범위하다. 국내·외의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책임 연

구원 또는 대학 강단에의 진출도 타 분야 보다 유리하

다. 앞으로도 전자전기공학 기술의 이용은 계속 늘어

날 것이며 산업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자전기공학

을 전공한 과학기술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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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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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 및 

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
DSP프로세서 및 실험

대 표 논 문

“Lightweight Filter Architecture for Energy Efficient Mobile Vehicle Localization Based on a 
Distributed Acoustic Sensor Network,” Sensors, vol 13, pp. 11314-11335, 2013.
“Binaural Sound Localizer for Azimuthal Movement Detection Based on Diffraction,” Sensors, vol 
12, pp. 10584-10603, 2012.
“Design and analysis of experimental anechoic chamber for localization.” J.  Acoust. Soc. Kor., vol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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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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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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호, pp. 136-144, 2010. 5.
“배압회로를 이용한 인터리브 AC/DC 컨버터의 효율 특성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3
권, 제12호, pp. 127-135, 2009. 12.
“전력용 MOSFET의 특성 및 기술동향,” 전기학회논문지, 제58권, 제7호, pp. 1363-1374, 2009. 7.

김 현 석
전 공 분 야 나노 전자 공학
세부연구분야 나노전자기계시스템, 나노소자구조 특성 및 분석, 공정 연구, 전력반도체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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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전자 고체전자소자 반도체공정 나노전자기계공학

대 표 논 문

“Self-excitation of single nanomechanical pillars”, New Journal of Physics 12, 033008, Mar. 2010.
“Direct mechanical mixing in a nanoelectromechanical diode”, Applied Physics Letters 91, 143101, 
Oct. 2007.
“Field emission from a single nanomechanical pilllar”, Nanotechnology 18, 065201, J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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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ze Detection by Wearable Eye-Tracking and NIR LED-Based Head-Tracking Device Based 
on SVR,” ETRI Journal, Vol. 34, No. 4, pp. 542-552, August 2012 
“Auto-Focusing Method for Remote Gaze Tracking Camera,” Optical Engineering, Vol. 51, No. 6, 
pp. 063204-1 – 063204-15, June 2012
“3D Gaze Tracking Method Using Purkinje Images on Eye Optical Model and Pupil,” Optics and 
Lasers in Engineering, Vol. 50, No. 5, pp. 736-751, May 2012

박 현 창
전 공 분 야 초고주파 반도체소자 및 집적회로 / 안테나 및 전파응용
세부연구분야 화합물 반도체 소자, MMIC, 광대역 안테나, 무선 전력전송, EBG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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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ircularly polarized harmonic-rejecting antenna for wireless power transfer applications,” IEICE 
Electronics Express, vol. 10, no. 19, pp. 1-6, Sept. 2013.
“Effects of a recessed camel-gate head structure on normally-off AlGaN/GaN HEMT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 62, no. 5, pp. 787-793, 2013.
“Very compact printed triple band-notched UWB antenna with quarter-wavelength slots,” IEEE 
Antennas and Wireless Propagation Letters, vol. 11, pp. 411-4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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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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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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기계학습, 게임이론, 그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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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및 시스템

대 표 논 문
I. Sohn, “A Low Complexity PAPR Reduction Scheme for OFDM Systems via Neural Networks,” 
IEEE Commun. Lett., vol. 18, no. 2, pp. 225-228, Fe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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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콜레스키 분해와 골롬-라이스 부호화를 이용한 무손실 오디오 부호화기 설계,”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 1480-1490, 2008. 11.
“An Optimum Design of Error Diffusion Filters using the Blue Noise in All Graylevels”, IEICE Trans. 
on Fundamentals, vol.E93-A, no.8, pp.1465-1476, Aug. 2010.
“Reversible Implementations of Irreversible Component Transforms and Their Comparisons in Image 
Compression”, IEICE Trans. on Fundamentals, vol.E95-A, no.4, pp.824-828, Ap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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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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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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selective interpolation for stereoscopic 3D video in frame-compatible top-bottom packing,” 
Multidim Syst Sign Process 24:221.233, 2013.
“Grid adaptive interpolation filters,” ELECTRONICS LETTERS,Vol. 49 No. 3, 2013.
“Size-Controllable Region-of-Interest in Scalable Image Representation,”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20, no. 5, May 2011.

이 동 욱
전 공 분 야 디지털통신 및 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전력선 통신시스템, 신경망이론을 이용한 제어이론 및 음성인식, 디지털 영상처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Georgia Tech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디지털통신 및 실험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및 설계  통신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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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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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tion of Electron Collision of Cross-sections for the H2 Molecule for Plasma Discharge 
Simulation ,” J. Phys. Soc. of Japan, Vol. 81, 104501_1-104501_7, 2012
“Electron Collision Cross Sections for the Tetraethoxysilane Molecule and Electron Transport 
Coefficients in Tetraethoxysilane–O2 and Tetraethoxysilane–.Ar Mixtures” J. Phys. Soc. of Japan, 
Vol. 81, 064301_1 - 064301_8, 2012
“Electron Collision Cross Sections for the TMS Molecule and Electron Transport Coefficients in 
TMS-Ar and TMS-O2 Mixtures” JKPS, Vol. 61, 1, 62-7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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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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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 호
전 공 분 야 제어 및 로보틱스
세부연구분야 자동제어시스템 이론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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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 자동제어

대 표 논 문

“Adaptive PID speed control design f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drives,”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vol. 30, no. 2, pp. 900-908, Feb. 2015.
“Discrete-time fuzzy speed regulator design for PM synchronous motor,”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 60, no. 2, pp. 600-607, Feb. 2013.
“Sliding-mode output feedback control design,”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 
55, no. 11, pp. 4047-4054, Nov.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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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무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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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통신 및 실험 이동통신공학 랜덤신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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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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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ENE2001 창의적 공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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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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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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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2014 친환경전력기기공학개론 3 3 0 기초 2학년 1/2
ENE4001 전자회로 및 실험 1 4 3 2 전문 3학년 1
ENE400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 3 2 2 전문 3학년 1
ENE4004 고체전자소자 3 3 0 전문 3학년 1
ENE4006 전력공학 1 3 3 0 전문 3학년 1
ENE4007 전기기계 1 3 3 0 전문 3학년 1
ENE4008 전기전자재료공학 3 3 0 전문 3학년 1
ENE4010 컴퓨터구조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2
ENE4011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2
ENE4013 초고주파회로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영어 2
ENE4014 디지털 신호처리 및 설계 3 2 2 전문 3학년 영어 2
ENE4015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래밍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2
ENE4016 전력공학 2 3 3 0 전문 3학년 2
ENE4017 전기기계 2 3 3 0 전문 3학년 2
ENE4018 고전압공학 3 3 0 전문 3학년 2
ENE4019 SoC설계 3 2 2 전문 4학년 1
ENE4021 멀티미디어 콘텐츠 신호처리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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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4031 로봇공학 3 2 2 전문 4학년 2
ENE4032 이동통신공학 3 3 0 전문 4학년 2
ENE4033 반도체 공정 3 3 0 전문 3학년 2
ENE4034 아날로그 집적회로설계 3 2 2 전문 4학년 영어 2
ENE4035 전동력제어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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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4042 신호및시스템 3 3 0 전문 3학년 1
ENE4043 센서공학 3 3 0 전문 3학년 1
ENE4044 랜덤신호이론 3 3 0 전문 3학년 1
ENE4045 전자회로 2 3 3 0 전문 3학년 2
ENE4046 통신이론 3 3 0 전문 3학년 영어 2
ENE4047 디지털제어 3 3 0 전문 4학년 영어 1
ENE4048 DSP프로세서 및 실험 3 2 2 전문 4학년 영어 2
ENE4049 전기응용 2 2 0 전문 4학년 2
ENE4050 나노전자기계공학 3 3 0 전문 4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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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 전자전기공학부 세부 전공 트랙

  ▷ 디지털시스템 및 전자응용 트랙

  ▷ 마이크로전자공학 트랙

  ▷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신호처리 트랙

  ▷ 전력계통 및 신재생에너지 트랙

  ▷ 전력변환시스템 트랙

  ▷ 통신 및 전자파 트랙

  ▷ 에너지융합(친환경전력기기 전기설계) 트랙 

  ▷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트랙

■ 전자전기공학부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ENE4051 친환경전력기기기계설계공학 3 3 0 전문 3학년 1
ENE4053 전력기기 시험 및 평가 3 3 0 전문 3학년 2
ENE4054 전력시스템응용 3 3 0 전문 4학년 1
ENE4055 분산전원시스템 3 3 0 전문 4학년 영어 2
학점 계 164 학점 단, 인턴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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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스템 및 전자응용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 마이크로전자공학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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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신호처리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 전력계통 및 신재생에너지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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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계 및 전력변환시스템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 통신 및 전자파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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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융합 (친환경전력기기 전기설계 트랙) 교과목 이수체계도

■ 삼성전자소프트웨어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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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MEC2033 친환경전력기기공학 개론 3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MEC4082 친환경전력기기전기설계공학 3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MEC4083 전력기기 시험 및 평가 3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MEC4084 전력기기 시뮬레이션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7 자료구조와 실습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9 객체지향언어와실습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29 컴퓨터알고리즘과 실습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3 운영체제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4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7 자료구조와 실습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9 객체지향언어와실습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9 운영체제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07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42 멀티미디어자료구조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71 3D 게임 프로그래밍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13 멀티미디어 운영시스템 3

※ 객체지향언어와 실습(CSE2019, INC2029),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MME2007)은 동일과목으로 간주

※ 자료구조와 실습(CSE2017, INC2027), 멀티미디어자료구조(MME2042)는 동일과목으로 간주

   -멀티미디어자료구조(MME2042)는 자료구조와알고리즘(MME2036)과 동일교과목임

※ 컴퓨터알고리즘과 실습(CSE4029),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INC2024), 3D게임프로그래밍(MME4071)은 동일과목으로 간주

※ 운영체제(CSE4033, INC4059), 멀티미디어 운영시스템(MME4013)은 동일과목으로 간주

■ 최대 인정 학점 : ( 24 ) 학점

 교과목 해설

ENE2001 창의적 공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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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evelop a capability for creative engineering design, concept of creative thinking and 
well-defined methods for creative design will be studied. This course includes practical design 
project utillizing LEGO NXT. Presentation for proposal and final report are also required.

ENE2002 회로이론 1 Circuit Theory 1

회로이론은 시스템분야의 심층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과목이다. 전기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소자의 정의, 
각종 정리/법칙, 회로의 해석/설계에 이르는 전공영역을 배운다. 다양한 회로의 해석을 통하여 특성, 시간응
답, 주파수 응답, 전력이용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e goal of this subject are to build an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ideas explicitly in terms of 
previous learning, and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problem-solv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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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2003 디지털공학 Digital Engineering

2진수 체계에서의 신호 표시 및 부울 대수, 사칙연산 등 2진 논리의 기초 대수를 강의한다. 그리고 논리 게이
트를 기반으로 한 조합회로 이론을 다룬다.

This lecture covers signal representation, Boolean algebra, and numerical operations based on the 
binary system.  Also theoretical background of logic gates and combinational circuit will be studied 
with various digit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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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계
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툴의 사용법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as an introductory course on C programming for electronic engineering 
students. Basic C language concepts and data structure concepts such as structure, linked lists, 
stack, and queue will be taught with computer exercise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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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peration, 
and limitations of semiconductor devices. In order to gain this understanding, it is essential to 
have a thorough knowledge of the physics of the semiconductor material. This lecture covers 
semiconductor crystal structure, semiconductor in thermal equilibrium or non-equilibrium, carrier 
transport, and the p-n junctions.

ENE2006 전자기학 1 Electromagnetics 1

정전계 및 정자계를 학습하며, 이에 필요한 도구인 좌표계 및 벡터 해석을 강의한다.

The course covers static electric field and static magnetic field. Necessary mathematical tools such 
as coordinate systems and vector analysis are also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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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al of this subject is to provide students with strong foundation of engineering practices to 
apply various circuit laws and theorems to experiments, to prototype circuits with various devices, 
and to measure thei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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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al of this subject are to build an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ideas explicitly in terms of 
previous learning, and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problem-solv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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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2009 논리회로설계 Logic Design

디지털 회로의 기본 기억소자인 플립플롭으로부터 메모리, 유한상태기계, 파이프라이닝, HDL등을 이용한 
다양한 순차회로의 분석, 구성 방식 및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covers flip-flops, memory, finite state machine, pipelining, HDL, sequential circuits 
analysis and design methodologies.

ENE2011 물리전자공학 2 Physical Electronics 2

반도체 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이오드, FET, BJT 등 다양한 반도체 전자소자의 기본 동작원리를 
강의한다.

This lecture is the second part of the Physical Electronics I. The topics covered include: modeling 
of microelectronic devices, such as MOS devices and BJTs, relation of electrical behavior to internal 
physical processes, and understanding the uses or limitations of various models.

ENE2012 전자기학 2 Electromagnetics 2

Maxwell 방정식과 전자기파의 기본개념을 다루며 전자기파의 전파 및 도파구조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Maxwell’s equations and electromagnetic waves. Wave propagation and 
guided structures are also covered.

ENE2013 디지털실험 Digital Laboratory

논리회로 게이트, 플립플롭, 카운터 등 각종 디지털 회로의 활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며 상용 MSI 및 LSI
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의 구현을 실험한다.

The goal of this subject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pplying abilities of digital circuits and to 
experiment of implementing various digital circuits with commercial MSI and LSI.

ENE2014 친환경전력기기공학 개론 Introduction of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engineering

본 교과는 친환경전력기기의 원리와 특성 등을 다룬다. 또한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원의 발전기
술을 소개하며,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전지 발전 시스템  그리고 대체에너지 응용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related 
industry. And this course introduces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photovoltaic, fuel 
cells, and covers introduc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electricity storage and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ies.

ENE4001 전자회로 및 실험 1 Electronic Circuit and its Laboratory 1

다이오드(Diode),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BJT), 전계효과트랜지스터(FET) 등의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이들
을 회로소자로 구성한 전자회로의 해석과 설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단극성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특성,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및 제 현상들을 실험을 통하여 이론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익히고 실험결과 
및 오차를 고찰한다.

This course centers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Diode, BJT, and 
CMOS transistors as well as the basics of analysis and design of electronic circuits consisting of 
semiconductor devices. The course deals with the low- and high-frequency characteristics of BJT 
and CMOS transistors, DC and small-signal analysis of basic amplifiers, their frequency responses, 
etc. The course offers lab sessions to perform experiments, simulations, and design practices as 
well as to carry out observation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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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0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 Application of Microprocessor and its Laboratory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의 통신을 이용한 응용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구
조와 종류 그리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기능별 분석 등을 이해한다. 응용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방법
과 시스템 C 프로그램, 컴퓨터와의 통신 시스템 설계와 구성 등을 학습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응용 시스템의 
설계를 교육하게 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design and analyze the digital system based on the microprocessor and 
computer communication. Fundamental architecture of microprocessor, interactions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components will be introduced and studied.  Via hands-on experiments of 
microprocessor applications, hardware design, system C programming, data communication design 
will be given for further understanding of micro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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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ecture discusses CMOS device physics and models for designing analog, digital and RF 
integrated circuits. The topics include: SPICE model, parameter extraction, layout method, 
parasitic devices and IC develop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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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주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서 전기의 역사, 전력공학의 기초이론, 송배전계통의 구성, 가공송전선로, 선로정수와 코로나, 변압기와 단
위법, 중성점의 접지 및 이상전압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This course gives an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reliably conveying electrical energy from 
the power generating plants to load areas through transmission lines. This course covers electricity 
history, major components in the power system, overhead and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s, 
transmission line parameters and corona, transformers and the per-unit system, neutral point 
grounding and abnormal voltage.

ENE4007 전기기계 1 Electrical Machinery 1

전기-기계 에너지를 상호 변환시키는 장치들의 원리 및 특성 등을 다룬다. 직류기계(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등)와 정지유도기기(변압기 원리 및 특성, 변압기 결선 및 운전 등)를 병행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al-machine energy conversion. 
Topics discussed here include direct current machines and stationary induction machines.

ENE4008 전기전자재료공학 Electrical & Electronic Material Science

도전재료, 절연재료, 유전재료, 자기재료, 반도체 재료, 양자전자재료 등의 물성론적 기초이론, 특성, 용도 
및 시험법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topics relating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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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적
인 최적화를 이해한다. 실험을 통해 프로세서의 구성을 이해, 사용하며 시스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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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logical module of computer system 
will be introduced.  The topic includes numerous performance parameters, architectural dependency 
analysis, and etc.  Hardware based processor architecture, organization, and memory hierarchy will 
be investigated for software optimizations.   Experimental approach will be also considered in the 
class.

ENE4011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Automatic Control System and Design

기본적인 자동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목표를 둔다. 해석과 설계를 하기 위하여 주로 선형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응답특성, 성능 평가, 안정도 특성, 선도 해석법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This is based on the foundations of automatic control system analysis, and simulation and system 
design using the MATLAB. This course covers state variable models, linear feedback control system 
characteristics, frequency response methods, stability in the frequency and time domain, and the 
design of state variable feedback systems.

ENE4013 초고주파회로 및 설계 Microwave Circuit Design

전송선로 이론, 다중포트 네트워크 이론, Smith Chart, S-parameter 등을 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초고주
파 수동 및 능동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설계 과제를 통하여 강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Waves, distributed circuits, scattering parameters, Smith chart, and impedance matching are 
lectured in the class. Passive and active microwave circuit designs are practiced with circuit 
simulation, fabrication, and test in the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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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ecture principles of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digital filters based on Fourier and 
Z-transform, including in-depth treatment on FIR and IIR filter design methods. Course contains 
a computer laboratory and digital filter design projects using a softwar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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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multimedia contents will be taught and practiced by using Visual 
C++ MFC.

비  고 멀티미디어컨텐츠 및 신호처리 트랙 필수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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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전력공학1 과목에서의 내용을 발판으로 보호계전의 필요성, 배전방식
과 역률개선의 필요성, 배전선의 전압조정 및 전기적 계산, 송전선로에서의 전압-전류 관계식, 전력조류 계
산법, 대칭/비대칭 고장전류 계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Students will be learning power system analysis techniques using basic principle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ower systems. This course covers power system protection power factor 
correction, voltage regulation of distribution systems, the transmission line model, power flow 
analysis, and symmetrical/asymmetrical faults.



463전자전기공학

08

공
과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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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vers the induction machine, special induction motor, synchronous machine and the running 
principles,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the synchronous generator and the synchronous motor.

ENE4018 고전압공학 High Voltage Engineering

전력 전송, 전기기기 등의 절연파괴에 매우 중요한 기술적 공학 분야로써 이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방전 플라
즈마공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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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course on the basic theory of ionization of gas, high voltage discharge phenomena 
discharge plasma, electrical dielectric puncture phenomena for gas, liquid, solid, and dielectric; 
dielectric theory of high voltage devices, high voltage gererating devices, measurement methods, 
tests, and high voltage applications.

ENE4019 SoC 설계 SoC Design

단일 칩으로서 시스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SOC(System On a Chip)의 구성 방식과 설계 전반을 다룬다. 
임베디드 코아 활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할 및 통합 설계, 인터페이스 관련 내용을 강의한다.

This course covers SOC (System-On-a-Single chip) configuration and design methodologies 
including embedded core usage, hardware-software partitioning and co-design and bus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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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This course covers introduction to digital image formats and characteristics of acoustic signals. 
Image and video compression principles with focused on MPEG standards are also discussed. Course 
contains a computer laboratory and project on major multimedia engineering subjects.

비  고 멀티미디어컨텐츠 및 신호처리 트랙 필수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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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fundamental subjects on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Specific topics will 
include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of signal and noise, digital modulation schemes (ASK, PSK, 
FSK), and physical meaning of channel coding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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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lass discusses wave propagation and antenna theory, including antenna impedance, beam 
pattern, gain, and polarization. Various antenna structures, including dipoles, monopoles, 
paraboloids, are also lectures. Patch antennas are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in the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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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24 광전자공학 Optical Electronics

다양한 광소자 및 광섬유의 특성과, 이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광 송수신기 및 광통신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fundamentals of optoelectronics phenomena and devices based on classical 
and quantum properties of radiation and matter culminating in lasers and applications. Fundamentals 
include: Maxwell’s electromagnetic waves, classical ray optics, wave-guides, light-emitting-diodes, 
lasers, and photodetectors.

ENE4025 디지털 집적회로설계 Digital IC Design

완전 주문형 방식의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CMOS로의 논리게이트 구성, 연산회로 및 메모
리 구현,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full custom digital IC design including CMOS logic gate, arithmetic logic and 
memory, simulation techniques and layout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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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will learn about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electronic circuits that can be used in 
the application, power generation and control systems of electrical energy.

ENE4027 전자에너지변환공학 Electromagnetic Energy Conversion

전기에너지의 특질, 전자에너지의 변환원리, 자기시스템 등가모델 및 해석 방법 등을 기초로 변압기 및 회전
형 전기기계의 등가 모델과 동특성을 이해하고 해석법을 다룬다. 또한, 본 강좌에서는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변압기 및 회전형 전기기계를 시뮬레이션 한 후 동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This course treats the equivalent model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transformer and rotating 
electric machines after correctly understanding the overview of electrical energy, principles of the 
electromagnetic energy conversion, and equivalent model and analysis method of magnetic systems. 
Moreover, this class teaches how students analyze their dynamic responses after simulating the 
transformer and rotating electric machines by using Matlab/Simulink.

ENE4028 전기설비 및 설계 Electric Facilities and Design

전기 생산을 위한 설비와 전기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 즉, 발전소, 변전소, 송전설비, 배전설비 및 전선
로와 전력보안 통신설비 등을 다루고 이러한 전기설비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This course teaches facilities for the electricity production and additional facilities installed for the 
electricity usage. That is, it covers power plants, substations, transmission equipments, distribution 
equipments, transmission/distribution lines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for power security. Also, 
students acquire the capabilities that can design the electric facilities stated prev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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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robotics. This course covers dynamics, control engeering, sensor 
and instrumen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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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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intended as an introductory course on mobile communication engineering for 
electronics engineering students.  Advanced topics such as cellular system design and existing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will be taught followed by basic mobile communication concepts such 
as probability theory, radio channel and channel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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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s includ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grated circuit fabrication processes, physical and 
chemical models for crystal growth, oxidation, ion implantation, etching, deposition, lithography, 
and back-end processing. The lecture also offers physical bases and practical methods of silicon 
VLSI chip fabrication, or the impact of technology on device and circuit design.

ENE4034 아날로그 집적회로설계 Analog IC Design

완전 주문형 방식의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증폭기, 전압 및 전류 제어 회로, AD 및 DA변
환 등의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learning the design and analysis of CMOS analog integrated 
circuits. The topics deals with operational amps, switched-capacitor circuits, data converters, and PLLs 
as integrated circuit building blocks. The course requires design and analysis practices through extensive 
HSPICE simulations in order to help building up the ability of realizing analog integrated circuits.

ENE4035 전동력제어 및 응용 Motor Force Control and Application

직류전동기, 교류전동기, 특수전동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액튜에이터에 대해 전력 변환장치를 이용한 속
도, 위치, 토크 제어시스템 등을 다루고 이들에 대한 응용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propertie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the electric motor using power 
conversion devices; study of AC and DC drive control system such as the inverter, converter and chopper.

ENE4038 대체에너지공학 Engineering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증가로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
열, 풍력, 연료전지발전 등의 대체에너지원의 발전기술을 익혀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도록 한다. 기존발전방식의 소개, 풍력 발전시스템의 원리와 특성, 태양전지 발전시스템의 원리
와 특성,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요성, 대체에너지 기술의 미래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wind, solar photovoltaics, and fuel 
cells. It covers introduction of conventional generations, wind power generation, solar power 
generation, electricity storage, and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ies.

ENE4039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

전자전기공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 습득한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공학 문제를 해결한다.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공학문제의 선정, 해결방법, 구현, 그리고 보고서(논문) 작성의 모든 단계를 수강생들이 직접 수행함
으로써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perform an electrical engineering project, including team organization, topic selection, 
scheduling with given time and budget constraints, design, fabrication, and testing. Written 
progress report and final thesi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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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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vers fundamentals of signal and system analysis, with application drawn from 
filtering, audio and image processing. Topics include convolution, Fourier series and transforms, 
sampling and discrete-time processing of continuous-time signals. Simulations are practiced in the 
Laboratory.

ENE4043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전기적인 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기, 전자계측기에 대해 그 구조와 센서의 동작원리 및 활용법을 습득케 한다.

This is a study of measurements of electrical quantities using electromechanical and electronic, as 
well as analog and digital methods. Topics covered here include recording, indication and 
processing of the measurement data.

ENE4044 랜덤신호이론 Random Signal Principle

본 교과목에서 공학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랜덤신호의 이해를 위해 확률과 랜덤신호 기초 이론들을 다시 이에 
맞게 재해석하고 보다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한다. 이는 향후에 공부하게 될 많은 전공과목들, 즉, 통
신, 신호처리, 제어 등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as an introductory course on probability theory and random processes for electronics 
engineering students. Basic probability theories such as axioms of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will be taught followed by more advanced concepts related to random process.

ENE4045 전자회로 2 Electronic Circuit and its Laboratory 2

집적회로 증폭기의 해석과 설계에 대해 강의하며, 특히 설계과제를 통하여 강의한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oncerns about the analysis and design of basic amps, differential amps, multi-stage 
amps, and operational amps consisting of BJT and CMOS transistors in the integrated circuits 
environment. The course deals with DC analysis, small-signal analysis, and frequency responses 
of those amplifiers.

ENE4046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통신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통신신호의 종류와 그 신호들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통신이론과 실제 통신시
스템의 예로 AM, FM, PM과 같은 아날로그 변복조 방식에 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fundamental subjects on communication systems. Specific topics will include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of signal and noise, analog modulation schemes (AM, PM, FM), and 
physical meaning of sampling theorem.

ENE4047 디지털제어 Digital Control

기본적인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며 
임베디드, 원격제어, 마이크로 마우스 등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실험을 한다.

This is based on the foundations of digital control system analysis, and simulation and computer aided 
design using the MATLAB. Students learns sampled data system, performance of a sampled data and 
second order system, closed loop systems with digital computer compensation. In the laboratory, students 
experiment linear feedback control system, embedded system, remote control, and micro-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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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48 DSP프로세서 및 실험  DSP Processor and Experiments

본 강좌에서는 DSP 프로세서 기반으로 신호처리 시스템 설계과정을 제공한다.  DSP프로세서는 신호처리 알고
리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으로 목적하는 정보를 추출 또는 생
성할 수 있다.  DSP프로세서의 구조적 이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구
조를 습득해야 하며, 학생들은 디지털 신호처리의 성능과 연산능력 기반의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This course provides comprehensive knowledge for the signal acquisition and processing based on the 
digital system. Upon the selection of specific area, the application system will be designed with I/O 
sensors, algorithms, and system architecture. With in-depth signal processing approach, the digital 
system feasibility will be analyzed and determined. The students also understand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signal processing algorithm and computational capability of the system.

ENE4049 전기응용 Electrical Application

조명공학, 전열공학, 전기화학, 전동기 응용, 전기철도 및 기타 전기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mp, Electro-heating, Cell, Motor 
application, Electro-train and the other electrical applications.

ENE4050 나노전자기계공학 NanoElectroMechanical Systems (NEMS)

나노 또는 마이크로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아주 작은 시스템 또는 아주 작은 소자들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나노전자기계시스템의 기본적인 의미가 확장되어 thermal, magnetic, fluidic, optical 디바이스들과 
chemical/bio 시스템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불러지고 있다. 나노소재 및 소자를 결합한 나노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자제작공정 및 소자작동 인터페이스를 이론을 통해 강의한다.

Nano- or Micro-systems, literally are very small systems or systems made of very small components. 
And the NEMS (NanoElectroMechanical Systems) concept has grown to encompass many other types of 
very small things, including thermal, magnetic, fluidic, and optical devices and chemical/bio systems, 
with or without moving parts. We will study the fundamentals of nano-systems in fabrication, process 
integration, material, mechanics of simple nano structures, and major applications.

ENE4051 친환경전력기기기계설계공학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for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전기공학 학생들이 친환경 전력기기 시스템의 기계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계 공학에 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in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troduce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study electrical engineering.

비  고 에너지융합트랙 필수교과목

ENE4053 전력기기 시험 및 평가 Test and Evaluation for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친환경 전력기기에 대한 국제 규격에 의한 시험법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습득함으로서 전력기기의 특성을 
숙지하고, 친환경 전력기기의 인증 등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is course, after the students learn Flux 2D and PSIM etc., which are simulation tools based 
on computer for electrical machine for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related industry analysis and 
design, and get simulation skills and analysis capabilities, they will become skilled at the electrical 
machine system design using computer programs by acquiring the capabilities that they can analyze 
and design the power systems for themselves.

비  고 에너지융합트랙 필수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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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4054 전력시스템응용 Power System Applications

본 교과목은 신재생에너지에 기반 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전력망의 지능화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smart grid technologies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lso, the 
students learn the response strategies of the increasing power demand, the efficient energy 
management, and the smart techniques of the power grid.

ENE4055 분산전원시스템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

전력시스템 해석 및 설계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Matlab/Simulink의 사용법을 익히고 시뮬레이션 스킬과 해
석 능력을 습득 한 후, 학생들이 직접 전력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여 이를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력시스템의 설계 구현 기술을 숙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is course, after the students learn Matlab/Simulink, which are simulation tools based on 
computer for power system analysis and design, and get simulation skills and analysis capabilities, 
they will become skilled at the power system design using computer programs by acquiring the 
capabilities that they can analyze and design the power systems f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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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대
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

컴퓨터공학 전공은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의 선구자

로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I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능력을 지닌 인재 배출을 교육목표로 

한다.

1. 컴퓨터공학의 기초 및 이론 지식, 창의적이고 공학

적인 사고 능력

2. IT 제 분야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능력

3. 공동/협력 작업에 필요한 협동심 및 원활한 의사소

통 능력

4.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컴퓨터공학 기술자가 지

녀야 할 윤리성, 평생학습 능력 및 언어 능력

 학과(전공) 소개

■ 40년 전통의 컴퓨터 배움터

1. 역사적인 배움터

  - 1971년 국내 두 번째로 컴퓨터학과를 설치

  - 4000여명의 동문이 IT기업, 금융업계, 연구소, 

국가 기관 및 학계에 배출

2. 실력 있는 멘토가 있는 배움터

  -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한 진로지도

  - 실무 위주의 설계 교육으로잘 가르치는 따뜻한 

멘토가 있는 배움터 

3. 취업이 잘되는 배움터

  - 현장에서 필요한 첨단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을 국

가지원 서울어코드활성화사업의 지원으로 교육

  - 공학교육 혁신을 인정받은 컴퓨터공학 심화 프

로그램을 설치

4. 당신을 위한 배움터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 전공은 여러분

의 커리어를 높일 밝은 길입니다.

■ 학위과정

- 공학사(컴퓨터공학 심화) - Bacher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공학사 - Bachelor of Engineering

- 공학석사 (컴퓨터공학) - Maste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공학석사 (정보보호) - Master of Science in 

Information Security

- 교육학석사 (컴퓨터교육) - Master of Computer 

Education

-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 ph.D.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공학박사 (정보보호) - ph.D. in Information 

Security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컴퓨터공학은 IT의 핵심으로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

는 첨단 학문이며, 현대와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이 컴퓨터와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수요가 많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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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다. 

컴퓨터공학에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임베디드 시

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등 컴퓨터를 구동하고 통신하

기위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 프로

그래밍 언어, 기호연산,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웨

어 공학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이

론과 도구들을 연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그

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컴

퓨터 그래픽스, 인공지능, 로보틱스, 유비쿼터스 컴

퓨팅 등 컴퓨터 응용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 새

로운 기술과 이론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문의 융합 추세에 따라 컴퓨터 관련 기술이 

BT, NT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

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 의료, 문화

컨텐츠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편

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컴퓨터공학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에서는 1971년 컴퓨터공

학과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

출되었으며, 이들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보기술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해 오고 있다. 최근의 졸업생들은 대기업, 정

보기술관련 전문 업체, 금융업계, 국가기관 등에 많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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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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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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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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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구성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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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컴퓨터공학

08

공
과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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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일러 구성
객체지향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형식언어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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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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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 언어개념 자료처리와 실습

대 표 논 문
Retangle Layout을 이용한 XML기반 모바일 정보 시각화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 2006
트리탐색을 위한 focus+context 기반 정보 시각화 개선을 위한 기법, 한국통신학회 논문지, 2006
검색 질의 확장을 위한 인기도 기반 단어 가중치 측정, 정보과학회 논문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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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지향설계와패턴 소프트웨어공학개론 S/W품질관리및테스팅

대 표 저 서
새로 쓴 소프트웨어공학, 정익사, 2014
UML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설계, 생능출판사, 2010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사이텍미디어. 2005

대 표 논 문

AOP를 이용한 비기능 요구의 정의와 검증, 정보과확회논문지 :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2013
Applying Inverted Classroom to Software Engineer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Education, e-Business, e-Management and e-Learning, 2013.
XML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GUI 위젯의 긴으 테스트 자동화, 정보처리학외논문지 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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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조와 실습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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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ayeh Koohborfardhaghighi and Juntae Kim,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for distributed 
recommendation in a social network”, Appliedntelligence, Vol. 38, Issue 2, 2013
박성철, 김준태, “네트워크 포트스캔의 위험에 대한 정량화 방법”,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2012
Kyeonah Yu, Hyoungil Kim, Juntae Kim, “Reducing the Search Space for Path-finding in Navigation 
Meshes By Using Visibility Tests”,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 6, No.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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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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통신 입문 컴퓨터네트워킹

대 표 논 문

Jin-Yeong Um, Jong-Suk Ahn, and Kang-Woo Lee,“Evaluation of th Effects of a Grouping 
Algorithm on IEEE 802.15.4 Networks with Hidden Nodes”, Journal of Commuications and Networks, 
Vol.16, NO .1, FEBRUARY 2014
Bilal Khan and Jong-Suk Ahn, “Modeling the Effect of Interferences Among N Collocated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The 5th WiOpt2014, ISBN 978-89-988650-0-1, MAY 2014
Yalda Edalt, Jong-Suk Ahn and Kaia Obraczak, “Network State Estimation Using Smart Experts”,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nd Ubiquious Systems,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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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 종합설계1,2
대 표 저 서 웹 프로그래밍, 생능출판사 (공저)

대 표 논 문

Jae Wook Park and Yong Kyu Lee, A New Path-Based In-Network Join Processing Method for 
Sensor Networks,”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vol. E97-B, no. 3, 2014
Mee Hwa Park and Yong Kyu Lee, “Broadcast Scheduling for Intelligent Service Robots,” 
International Journal of ARM, vol. 9,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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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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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소프트웨어입문 주니어디자인프로젝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응용

대 표 논 문

Seung-Youn Lee, Youn-Soon Shin, Kang-Woo Lee, Jong-Suk Ahn, “Performance Analysis of Extended Non-Overlapping 
Binary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over IEEE 802.15.4”, Telecommunication Systems, August 2014
엄진영, 안종석, 이강우, “IEEE 802.15.4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은닉 노드 인식 그룹핑 알고리즘”, 한국통신
학회 논문지 Vol.36 No.8 pp. 702-711, 2011
Youn-Soon Shin, Kang-Woo Lee and Jong-Suk Ahn,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Differentiating IEEE 802.15.4 
Networks to Support Health-Care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3 pp. 132-141, 2011

문 봉 교
전 공 분 야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보안
세부연구분야 모바일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GIST 정보통신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ing’s College London Informatics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모바일 컴퓨팅 기초프로그래밍 네트워크 보안

대 표 저 서
J. Bae and B. Moon, “Time Synchroniz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 Smart Wireless Sensor 
Networks, INTECH, 2010

대 표 논 문

B. Moon, “Analysis of Ongoing SIP Session with Resource Reservation in Vertical Handover 
Scenario,” Wireless Personal Communications, April 2013
B. Moon, “Minimizing SIP Session Re-Setup Delay over Wireless Links in 3G Handover Scenarios,” 
EURASIP Journal on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2010 
B. Moon and A. H. Aghvami, “Quality of Service in Mobile IP Networks,” The Mobile Internet: Enabl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CRC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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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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공학설계 디지털영상처리 로봇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종합설계 2

대 표 저 서

Kenneth H. Rosen 지음/공은배,권영미,김명원,김종찬,김태완,정은화,정진우 공역, 이산수학 (6판), 맥그
로우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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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Woo Jung, Zeungnam Bien, and Tomomasa Sato, “Person Recognition Method using Sequential Walking 
Footprints via overlapped Foot Shape and Center-Of-Pressure Trajectory,” IEICE Transactions on Fundamentals 
of Electronics,Commnications and Computer Sciences, Vol.E87-A, No.6, pp.1393-1400, Ju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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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문 컴퓨터애니메이션입문 컴퓨터공학종합설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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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IC4003 인턴쉽 3 0 6 3 전문 학사3~4년 계절
CSE2013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실습 3 2 2 0 전문 학사1~2년 2
CSE2014 기초프로그래밍 3 2 2 0 전문 학사1~2년 1/2
CSE2015 웹프로그래밍 3 2 2 0 전문 학사1~2년 2
CSE2016 창의적 공학 설계 3 2 2 3 기초 학사1년 1/2
CSE2017 자료구조와 실습 3 2 2 1 기초 학사2년 1/2
CSE2018 컴퓨터 구성 3 2 2 0 기초 학사1~2년 1
CSE2019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3 2 2 1 기초 학사2년 2
CSE2020 주니어디자인프로젝트 3 2 2 3 전문 학사2년 1
CSE2021 프로그래밍 언어와 실습 3 2 2 1 기초 학사1~2년 2
CSE4029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3 2 2 1 전문 학사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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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2015 Course Catalog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SE4034 컴퓨터 구조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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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SE4038 데이터 통신 입문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SE4040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3 2 2 1 전문 학사3~4년 1
CSE4041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3 2 2 1 전문 학사3~4년 1
CSE4043 컴퓨터 네트워킹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SE4044 컴퓨터보안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SE4046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3 2 2 1 전문 학사3~4년 2
CSE4051 객체지향 설계와 패턴 3 2 2 1 전문 학사3~4년 1
CSE4052 로봇 프로그래밍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SE4053 모바일컴퓨팅 3 3 0 0 전문 학사3~4년 1
CSE4058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 3 3 0 1 전문 학사3~4년 2
CSE4060 컴퓨터그래픽스입문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SE4061 S/W 품질관리 및 테스팅 3 2 2 1 전문 학사3~4년 1
CSE4063 디지털영상처리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SE4066 컴퓨터공학종합설계 1 3 2 2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2
CSE4067 컴퓨터공학종합설계 2 3 2 2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2
CSE4069 컴퓨터애니메이션입문 3 2 2 0 전문 학사3~4년 2
CSE4070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입문 3 2 2 1 전문 학사3~4년 2
CSE4071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응용 3 2 2 1 전문 학사3~4년 1
CSE4072 네트워크보안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SE6001 운영체제론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2
CSE6002 분산처리체제론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2
CSE6003 정보검색론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2
CSE6004 데이터마이닝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
CSE6005 컴퓨터 구성론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2
CSE6006 컴파일러 구성론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2
CSE6007 소프트웨어 공학론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2
CSE6008 컴퓨터와 보안 3 3 0 0 전공 학석박공통 1/2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Software
Engineering

전문가

창의적 공학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소프트웨어와실습
자료처리와실습

객체지향언어와실습
기초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

컴퓨터알고리즘과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언어개념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소프트웨어공학개론

객체지향원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객체지향설계와패턴
컴퓨터네트워킹

S/W품질괸리 및 테스팅
주니어디자인프로젝트
컴퓨터공학종합설계1
컴퓨터공학종합설계2

Mobile
Computing

전문가

창의적 공학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소프트웨어와실습

➡
컴퓨터알고리즘과실습

형식언어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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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객체지향언어와실습
기초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컴파일러구성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통신입문
임베디드시스템I
컴퓨터네트워킹
컴퓨터보안
모바일컴퓨팅

임베디드시스템Ⅱ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유비쿼터스컴퓨팅

주니어디자인프로젝트
컴퓨터공학종합설계1
컴퓨터공학종합설계2

Human
Software

전문가

창의적 공학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소프트웨어와실습
자료처리와실습

객체지향언어와실습
기초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

컴퓨터알고리즘과실습
컴퓨터그래픽스입문
프로그래밍언어개념

운영체제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통신입문
디지털영상처리

소프트웨어공학개론
컴퓨터네트워킹
로봇프로그래밍
데이터마이닝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주니어디자인프로젝트
컴퓨터공학종합설계1
컴퓨터공학종합설계2

교수 및 연구직
(대학원 진학)

창의적 공학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영체제

컴퓨터 그래픽스 입문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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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와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영체제

컴퓨터 그래픽스 입문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공학개론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모바일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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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IC4003 인턴쉽 Internship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종합적인 전공 지식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하고, 산업 현장의 실
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 현장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CSE2013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실습 System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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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하여 Linux 시스템에서 실행한다.

Basic concepts about computer organization and machine languages will be presented. Assembly 
language programs are prepared and executed on the emulators at the practice class. In addition, 
high level programs are executed on the  Linux system.

CSE2014 기초프로그래밍 Introduction to Programming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실습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분야의 소
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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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n easy step by step guide to programming in C, which is the 
language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portable software. Throughout this course, under the 
guidance of an expert instructor, you use Standard C software development systems for extensive 
hands-on exercises in writing and executing programs in the C language.

CSE2015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본 강좌에서는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을 위한 어플리케
이션 프로세서(AP), 인터페이스, 스마트센서, 운영체제, 플랫폼, 프로토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공부한다. 
즉, 모바일 컴퓨터를 위한 OS와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NFC, Bluetooth, WiFi, 3G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상위레벨의 프로토콜(Mobile IP, SIP)을 공부한다. 또한, 다양한 참고 자료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web programming on the internet. we study web document language used to 
construct web pages. Then, we learn client-side scripting languages and server-side scripting languages.

CSE2016 창의적 공학 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개인 또는 그룹별로 수행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thinking ability for the freshman students by 
doing a group project specially for engineering design.

CSE2017 자료구조와 실습 Data Structures and Practice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기본 과목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구
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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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data structures to build efficient programs, and students practice 
how to implement those structures. It covers arrays, linked lists, stacks, queues, trees, graphs, and 
various searching and sor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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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2018 컴퓨터 구성 Computer Organization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그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컴퓨터 시스템 관련 과목 수강의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Lectures on computer organization are given to get students understand the hardware organization 
and behavioral principles of digital computer systems. The goal of this lectur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background information for taking courses on computer systems.

CSE2019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Object-Oriented Language and Practice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여 그 언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론적 관점에서 객체지향 언어를 강의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필수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oncepts on object-oriented language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ming ability using  object-oriented language.

CSE2020 주니어디자인프로젝트 Junior Design Project

본 강좌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특화된 공학설계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활용해 지정된 
설계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을 수행하는 설계 교과목이다. 기본적인 설계교육과 함께 학생들은 팀
을 구성하여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습득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설계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This class deals with the software engineering design problem with several programming languages. 
During this course, students form a team and work on several design projects which will be 
introduced by the lecturer.

CSE2021 프로그래밍 언어와 실습 Programming Language and Practice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의 자료처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공부하고 실무의 예를 통해 학생들의 자료처리 업무
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강의와 실습 내용은 정보 기술의 기본 개념, three-tier 클라
이언트/서버 시스템, 주요 자료처리 언어와 프로그램 개발 방법, 윈도즈 시스템, 응용서버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과 실무 예, 트랜잭션 처리 등이다.

CSE4029 컴퓨터알고리즘과 실습 Computer Algorithm and Practice 

컴퓨터 응용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구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컴퓨터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기법을 익힌다.

We learn how to analyze data structures for application problems and design efficient computer 
algorithms based on the data structures.

CSE4031 형식언어 Formal Language

컴파일러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고 각 단계를 자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형식언어 이론을 강의한다. 먼저, 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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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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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일러의 파싱 방
법을 익히고 파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lecture introduces the general structure of a compiler and studies the formal language(or 
grammar) theory to implement the front-end of a compiler automatically. First, we teach the 
regular language theory, mainly, the relationships between regular grammar/expression and finite 
automata in order to implement a Lexical analyzer. Second, we teach Context-free grammar 
including Pushdown automata to apply the theory in the parsing of compiling process.



478 2015 Course Catalog

CSE4032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본구조와 그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자료형, 추상
화, 순서제어, 부프로그램제어, 자료제어, 기억장소관리 기법을  다양한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장단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This course covers structures of programming languages: Data Types, Encapsulation, Inheritance, 
Sequence Control, Subprogram Control, and Storage Management. The key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he following:   
1. Understand the issues and principles of programming language design 
2. Become familiar with different language paradigms (imperative, functional, logic, object oriented) 
3. Gain some practical experience in the design of a programming language

CSE4033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최신 운영체제의 내부 구성요소 및 그 동작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프로세스와 스레드, 스케쥴링, 프로세스간 
통신, 메모리 관리, 파일시스템, 입출력 시스템 및 보안 등을 공부한다. 또한, Unix/Linux 운영체제를 사용하
여 다양한 프로그램밍 과제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internal components and operation of modern operating 
systems. The cource will cover  processes and threads, scheduling, interprocess communication, 
memory management, file systems, input/output system and security. Students will use the 
Unix/Linux operating system for several programming projects to understand these concepts.

CSE4034 컴퓨터 구조 Computer Architecture

컴퓨터 구성 과목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자계산기 조직 분야의 topic 등을 다룬다. 기억장치의 계층구조, 입출
력 시스템,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고성능의 ALU설계 등이 주된 과제이며, 현재 전자계산기 조직 
분야의 발전추세에 맞는 제목들이 추가 강의된다. 

This course includes computer architectural topics that have not covered in Computer Organization 
(CSE2009). Major concepts are memory hierarchy, I/O systems, parallel processing, and high 
performance ALU design. Recent topics on computer architecture trends will be also included.

CSE4035 컴파일러 구성 Compiler Construction

본 강좌는 형식언어의 연속 강의로 컴파일과정 중에 구문 분석과 중간코드 생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또
한, AST 생성, Ucode 번역 등을 강의하며 Mini C 언어에서 Ucode 코드로 번역하는 실험용 컴파일러를 제작
해 본다. 생성된 Ucode는 Ucode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행된다.

This lecture studies the parsing and intermediate code generation of compiling process except the 
phase dealing with the former subject, Formal language. Also, we teach the AST generation and 
Ucode translation for implementing an experimental compiler which translates Mini C programs into 
Ucode programs. The resulting code can be executed by Ucode interpreter that is supplied a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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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and techniques to make machines perform intelligent 
tasks. It deals with basic theories and researches on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inference, 
problem solving by searching, expert systems, probabilistic reasoning, machine learning, neural 
network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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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403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atabase Syste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념에 대한 강좌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입문, 관계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 종속성과 정규화, 인덱스 구조, 질의 처리 개요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이 강좌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기본이 되는 강좌이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database system concepts. Topics covered include overview of 
database systems, introduction to database design, the relational data model, relational algebra, 
SQL, storage and indexing, and overview of query evaluation. This is an essential course for 
database design and database application development. It is a prerequisite to take database 
programm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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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s of the data communications. In this course, we analyze the 
problems occurred when a sender transmits either analog or digital data to its receiver over various 
communication media and their solutions. We also learn the concepts of data and signal, the 
analytic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paths, and the communication algorithms to optimize 
these properties. We, finally, study the operational principles of several  communication devices and 
networks such as modem, codec, hub, bridge, Ethernet, wireless LANs.

CSE4040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Objet-OrientedWindows Programming

윈도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C# 언어에 대해서 강의한다. 델리게이트, 이벤
트, 스레드, 그리고 제네릭 등과 같은 언어의 고급 개념은 이론적인 강의를 통하여 공부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윈폼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기법은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enables to develop application programs effectively in C# on Windows Environments. 
The advanced concepts such as delegate, event, thread, and generics are studied by the theoretical 
explanation. And, the programming techniques to write Winform applications for GUI are learned 
by programming practices.

CSE4041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공부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강좌에서 공부한 지
식을 바탕으로 개체 관계 모델과 개념적 모델링, 관계 모델과 정규화, 데이터베이스 설계로의 변환, 데이터베
이스 재설계, 멀티유저 데이터베이스 처리, 데이터베이스 구현 언어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database design and database programming. Based on the knowledge covered 
by the database system course, topics covered include advanced SQL, entity relationship model and 
conceptual modeling, relational model and normalization, conversion to database design, and 
databas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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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제공하
는 TCP와 UDP, 다양한 라우팅 알고리즘들을 배운다. 또한 소켓 프로그램 기법을 실습하며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Internet transport protocols such as IP, TCP, and UDP and also the 
Internet application protocols such as E-mail, DNS, Web. In detail, it explains IP integ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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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networks, TCP and UDP providing advanced communication services, and several routing 
algorithms. It, finally, teaches a lot of network security algorithms and socket program interfaces.

CSE4044 컴퓨터보안 Computer Security

안전한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보안정책, 보안모델, 컴퓨터 보안구조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For the strong computer security, topics about computer security policies, security models, 
computer security structure and network security will be covered.

CSE4046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Advanced System Programming

이 강좌는 Unix/Linux 시스템 호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 및 그 기반 메케니즘 등을 다룬다. 특히, 장차 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
래밍 예제를 공부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ix/Linux system calls and library functions, how to use them in developing 
system softwares, and their underlying mechanisms. In particular, the course includes many system 
programming examples that can serve as a reference or basis for the students’ work in the future.

CSE4051 객체지향 설계와 패턴 Object-Oriented Design and Patterns

고층빌딩을 지을 때 수많은 설계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상품이 될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수많은 추
상적 표현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 행위적 측면, 자료적 측면 등 여러 특성에 대한 설계 의사
결정과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 강좌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분석, 표현 및 구현 방법을 배운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설계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설계 패턴에 집중한다. 

Developing commercial huge software needs various kinds of abstraction like drawing many 
bluepoints for constructing sky rocket building. Several design decisions about structural, 
behavioral, data oriented properties of the system are made and documented.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analyze, express, and implements software design. This course will focus on software 
architecture design and design patterns for object-oriented programming.

CSE4052 로봇 프로그래밍 Robot Programming

모바일 로봇에 대해 로봇의 동작을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프로그래밍 해본다. 또한, 로봇 
관련 최신 이슈들이 소개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robot motion planning and the introduction of 
current issues on intelligent robotics.

CSE4053 모바일 컴퓨팅 Mobile Computing 

본 강좌에서는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을 위한 어플리케
이션 프로세서(AP), 인터페이스, 스마트센서, 운영체제, 플랫폼, 프로토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공부한다. 
즉, 모바일 컴퓨터를 위한 OS와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NFC, Bluetooth, WiFi, 3G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상위레벨의 프로토콜(Mobile IP, SIP)을 공부한다. 또한, 다양한 참고 자료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This course will survey mobile computing issues, including smart phone  platform, mobile IPv6,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IMS(IP Multimedia Subsystem), wireless TCP, and IP QoS (Quality 
of Service). The goal of the practice is to teach students how to write object-oriented applications 
for iPhone and iPod touch, using the Cocoa Touch framework on Mac OS X. The Cocoa Touch 
frameworks are based on the Mac OS X Cocoa frameworks which are mature and provide a wonderful 
environment for developing real-world object-oriented applications. In addition, we will read and 
evaluate reference materials selected from the literature. The students will also work on a 
significant tea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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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4058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 Introduction to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적용되는 체계적이며 원리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법,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기법,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는 기법, 모
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기법, 코딩 스타일, 테스팅 기법, 유지보수 기법,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systematic and principal approach to softwar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Software project planning, user requirement analysis, software architecture design, module and 
user interface design, coding style, testing technique, maintenance technique, software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are covered in this lecture.

CSE4060 컴퓨터 그래픽스 입문 Introduction to Computer Graphics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시화 하는 모든 기술을 다루어 왔으며 최근 들어 문화 기술의 핵심으로
써 게임 프로그래밍, 영화 특수효과, 삼차원 디지털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삼차원 그래픽
스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중심으로 기하 모델링, 랜더링,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을 
학습한다.

Computer graphics has take care of all kinds of computer-based visualization techniques. Recently, 
it has become a key-topic in many applications of the culture technology such as game 
programming, movie special effects, 3D digital animation, virtual reality, etc.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mputer graphics topics such as geometric modeling, rendering, and computer 
animation while it also stresses on programming the real-time 3D graphic software that has a 
variety of applications.

CSE4061 S/W 품질관리 및 테스팅 Software Quality Assurance

본 과목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명세서 내용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주요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측면에서 강의한다. 본 교과
목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방법, 테스팅 전략 및 기획, 유닛 및 시스템 레벨 테스팅, 소프트웨어 
신뢰성,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기법 등이다.

This course provides theory and practice of determining whether a product conforms to its 
specification and intended use. Topics include software quality assurance methods, test plans and 
strategies, unit level and system level testing, software reliability, peer review methods, and 
configuration control responsibilities in quality assurance.

CSE4063 디지털 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카메라 등을 통해 얻어낸 영상 신호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한 디지털 영상의 다양한 처리 기법들
이 소개된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로봇, 스마트폰, 임베디드 시스템 등에서 카메라를 활용해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digital image processing techniqeus to 
extract some useful information from images. By this course, students may have some ability to 
develop various application softwares based on the camera in the areas of robot, smart phone and 
other embedded systems. 

CSE4066 컴퓨터공학종합설계 1 Computer Engineering Capstone Design 1

본 강좌는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시스템을 고안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이다. 현대적인 설계이론과 함께 설계문제 
모델링, 선행기술 조사, 아이디어 생성, 비교분석, 계획서 작성, 협업적 설계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특정한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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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lass deals with the engineering design problem which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devising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to meet the desired needs. Among the fundamental elements of 
design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design objectives and criteria, researches on the previous 
works, idea making, analysis, presentation for the design proposal, and collaborative design are 
focused in this course. Students form a team and work on a project throughout the semester.

CSE4067 컴퓨터공학종합설계 2 Computer Engineering Capstone Design 2

본 강좌는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이다. 컴퓨터공학종합설계1에 연이어 시스템 
구현, 테스트, 상세 시스템 명세, 보고서 작성, 공학윤리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특정
한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This class deals with the engineering design problem which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devising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to meet the desired needs. Continued with the Computer Engineering 
Capstone Design 1 course, the implementation of detailed system components and their integration, 
testing, presentation of the design report, engineering ethics are done during this course with team 
members.

CSE4069 컴퓨터애니메이션 입문 Introduction to Computer Animation

입문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을 확장하여 실시간 그래픽스, 게임 제작, 물리 엔진, 영상특수효과, 모션 
그래픽스, 양안식 입체영상, 지능형 캐릭터 애니메이션, 증강현실, HCI 등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수준의 컴퓨
터 그래픽스 및 응용 기술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xtends ‘introduction to computer graphics’ course to study introductory level of 
computer animation techniques. We will study various topics such as realtime graphics, game engine 
design, physics engine, and visual effects as well as the practical c++ programming techniques.

CSE407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입문 Introduction to Embedde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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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양의 실험 실습과 더불어 산업체에서 다루어지는 최신의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mbedded systems have become a centric technology to lead ubiquitous computing area. Diverse 
subjects in diverse application areas such as sensor networks and RFID will be taught.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mbedded systems and components,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ming ability for embedded system using a LINUX-based developmental kit.

CSE407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응용 Embedded Software Applications

본 강좌는  미래의 Embedded 시스템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최소한의 예비지식 항
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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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을 배운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실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산업체
에서 다루어지는 최신의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Overall architectur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embedded systems including optimization 
methodology based on the design restrictions are investigated. Operating systems for embedded 
systems are also one of the very important issues. By investigating commercial fields of embedded 
systems, design methodology of embedded systems for specific application area to which design 
requirements and restriction factors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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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4072 네트워크 보안  Network Security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및 관련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선 네트워크 (WiFi, Zigbee, Bluetooth, WiMedia, WiBro, and 3G)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실습에서는 센서 모트상에서 TinyOS와 Nes C를 사용하여 USN 응용프로그램을 작
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다양한 참고 자료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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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정보통신공학과는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학문과 기술의 발전, 창의적 기술개발, 그리고 정보

산업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며, 궁극

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과 같이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① 수학과 기초과학의 지식을 습득하여 현재뿐만 아

니라 미래에도 정보통신 분야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한다. 

 ② 정보통신공학의 모든 교과목과 융합된 설계교육

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습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③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각 전문 연구 분야의 일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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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소개

정보통신 공학과는 정보산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

육목표에 부합하고 정보통신 산업 수요지향적 교육

을 시행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산업체 동향 및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 학교 내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공교과목을 구성하였다. 정보통신 공학

과의 전공 교과과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

드웨어,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통신, 유무선 네트워

크 및 정보처리의 5개 트랙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분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정

보통신공학과 교육목표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

력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공학과의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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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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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외국어로 된 기술문서를 이해하고 영어로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다.

 ⑫ 정보통신 실무에 필요한 전문 소프트웨어 및 개

발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국내에서 광기반의 인터넷 백본망이나 무선 기반의 

인터넷 접속망에 대한 인프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

준이고, 유무선 통합망을 통한 광대역 유무선 멀티미

디어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또 재가

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물과 사람,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되

고 고도화되면서 유비쿼터스라는 가히 혁명적인 빅

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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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

반은 융합과 유비쿼터스를 충족시키는 광대역 통합망

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대역 통합망은 IPv6 체계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유·무선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 망과 최종적으로 유

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가 All-IP 망으로 통합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광대역 통합망을 비롯한 

RFID/USN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사용자는 유선 광대역 네트워크와 동일

한 품질의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구하며 저속에

서 고속까지,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의 여러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4세대 이동 통신은 

현재 저속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위주에서 고속 

이동 중에 최대 100Mbps, 정지 및 저속 이동 중에 

155Mbps~1Gbps까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반으

로 하여 유무선 통합에 의한 진정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데 있으며, 4세대 이동 통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고품질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의 실현에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주된 활동 환경을 고품질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을 통해, 지능화 및 정보화하는 연구 및 상용화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스마트 

홈, 스마트 폰, 클라우드와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지능형, 대화

형, 정보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의도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인 자연언어처리, 데이터마이닝, 영상처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날

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정보 통신 기술은 지능화, 고속화, 

대용량화를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매우 큰 인력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신 관련 전문 기

술을 습득할 경우 사회에서 희소가치를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정보 통신 분야는 그 발전 속도가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

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를 전달하는 통신망과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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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연구소, 및 통신 전자 산업체 등에서 정보 통신 서비

스,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 생산, 관리, 기획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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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양 기 주
전 공 분 야 정보처리
세부연구분야 검색엔진, 자연어처리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전산과(전산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EECS(전산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Delaware 전산과(전산학)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자료구조와실습 인터넷소프트웨어
대 표 저 서 인터넷소프트웨어

대 표 논 문
JPEG2000에서 시각적 무손실 임계값을 이용한 진단의료영상 압축 기법
초고속 신축버퍼의 구현
다중 프로세서의 캐시접근 실패율을 위한 경험적 모델링 

최 병 석
세부연구분야 스위치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Polytechnic University Electrical Enginneering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Polytechnic University Electrical Enginneering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데이터통신 인터네트워킹 네트워크설계

대 표 저 서
Advanced Routing, 출판사: Pearson Education Korea
Network Fundamentals, 출판사: Pearson Education Korea
Routing Protocols and Concepts, 출판사: Pearson Education Korea

대 표 논 문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a large-scale multicast output buffered ATM switch”, IEEE 
Trans. Networking
Fault tolerance of a large-scale multicast output buffered ATM switch”, INFOCOM ’94
A Large-Scale Fault Tolerant Multicast Output Buffered ATM Switch

이 창 환
전 공 분 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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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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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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신호처리, 오류은닉, 저전력 부호화
학사학위과정 Florida Inst. of Technology 컴퓨터공학 공학학사
석사학위과정 Polytechnic Inst. of NYU 전자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olytechnic Inst. of NYU 전자공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디지털신호처리 디지털영상신호처리

대 표 저 서
최신디지털신호처리(센게이지러닝)
통신이론(McGraw-Hill)
Labstar 디지털 영상처리(인터비젼)

대 표 논 문
JND를 이용한 적응적 MCTF
H.264를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반화소 정밀도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
재귀방정식을 이용한 웨이브 프론트 어레이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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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Allocation for Outage Minimization in Distributed Transmit Antenna Systems with Delay 
Diversity,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April 2014. 
Cooperative Demodulation for Multiple Access Relay Systems with Network Coding,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October 2013.
On the Outage Performance of Selection Amplify-and-Forward Relaying Scheme, IEEE 
Communications Letter, March 2014. 

전 준 현
전 공 분 야 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디지털 의료영상통신 및 신호처리, 신재생에너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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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of nonrecursive FIR filters with simultaneously MAXFLAT magnitude and prescribed cutoff 
frequency“,Digital Signal Processing, Vol.22, No.6,pp.1085-1094, Dec 2012
“Thermoelectric experiment of a fluid lithium-ammonia solution in a U-shaped pyrex tube with 
highly pure vacuum state”, Advanced Science Letter, Vol.8, pp.550-554, Apri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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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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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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SLM OFDM with low complexity for PAPR reduction ,”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12, no. 2, pp. 93-96, Febr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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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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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알고리즘및실습

대 표 논 문

Reducing Resource Over-Provisioning Using Workload Shaping for Energy Efficient Cloud 
Computing, Applied Mathematics Information Sciences, vol 7, 2013
A Trustworthy Service Computing Framework through a Semantic Messaging Model, Applied 
Mathematics Information Sciences, vol 7, 2013
A Data Processing Framework Integrating Hadoop and a Grid Middleware OGSA-DAI for Cloud 
Environment, Information Journal, vol 16, J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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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and Design of Best-effort Broadcasting Services in Cellular Networks”, IEEE Trans. on 
Vehicular Technology , vol. 62, no. 8, pp. 3953 - 3963, Oct. 2013
“Fair Coexistence MAC Protocol for Contention-Based Heterogeneous Networks” Computer 
Journal, vol. 54, no. 8, pp.1382-1397, Aug. 2011 
“TCP-Aware Bidirectional Bandwidth Allocation in IEEE 802.16 Networks,” Wireless Networks, vol. 
16, no. 8, pp. 2123-2138, No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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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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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IC4003 인턴쉽 3 - 6 전문 학사3~4년 　 계절 　
INC2021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3 3 0 기초 학사2년 2 필수
INC2024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2 　
INC2025 정보통신수학 및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1/2 　
INC2026 창의적공학설계 3 2 2 기초 학사1년 　 1/2 필수
INC2027 자료구조와 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1 필수
INC2028 컴퓨터구성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2 필수
INC2029 객체지향언어와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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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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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2 　
INC4066 디지털영상신호처리 3 2 2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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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4073 정보통신세미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NC4076 고급디지털통신 3 3 0 전문 학사3~4년 　 2 　
INC4078 소프트웨어공학 3 2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INC4079 멘토프로그램 1 1 0 전문 전체 　 1/2 멘토프로그램
INC4081 데이터 마이닝 3 3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NC4082 네트워크 보안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84 캡스톤디자인 I 3 2 2 전문 학사4년 영어 1 선택필수
INC4085 캡스톤디자인 II 3 2 2 전문 학사4년 영어 2 선택필수
INC4086 임베디드 시스템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87 정보통신특강 3 2 2 전문 학사3~4년 　 2 　
INC4088 신호처리시스템 이해와 응용 3 3 0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소프트웨어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 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실습

➡

데이터베이스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마이닝

캡스톤디자인 I, II
인턴쉽

프로그래밍 및 실습
비주얼 프로그래밍
인터넷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하드웨어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실습

컴퓨터 구성

➡

운영체제
임베디드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캡스톤디자인 I, II
인턴쉽

컴퓨터구조
컴퓨터응용 및 실습
소프트웨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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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전자전기공학부 ENE2002 회로이론 Ⅰ 3
전자전기공학부 ENE2008 회로이론 Ⅱ 3
전자전기공학부 ENE4019 SoC설계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3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실습 3

■ 최대 인정 학점 : ( 6 ) 학점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네트워크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정보통신수학 및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실습

➡

데이터통신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네트워킹
초고속 통신망
네트워크보안
정보통신특강

캡스톤디자인 I, II
인턴쉽

데이터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확률 및 통계학

정보통신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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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처리시스템 이해와 응용
캡스톤디자인 I, II

인턴쉽

신호 및 시스템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신호처리

디지털통신 및 실험

유무선 네트워크 및 
정보 처리 트랙

(LINC 사업 기업체 
연계 트랙)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실습

➡

신호와 시스템
통신이론 및 실험

데이터통신
무선통신및실험
인터네트워킹
네트워크설계
초고속통신망
소프트웨어공학

인턴쉽
캡스톤디자인 I, II

복수전공트랙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정보통신수학 및 실습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실습

컴퓨터 구성

➡

데이터베이스체제
운영체제
데이터통신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 신호처리
캡스톤디자인 I, II



491정보통신공학

08

공
과
대
학

 교과목 해설

INC2021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공학용 확률 통계 및 랜덤프로세스 이론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전자,전기 및 정보통신 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확률적 개념을 습득토록하고 이에 따른 확률적 전개에 숙달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수리, 통계이론을 포함하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 전기 및 정보통신 전공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is class students will learn about probability, statistics and random processes for engineers. This 
course is offered to undergraduates students and covers studies on the basic concept of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basic stochastic and calculation processes. The nature and application of irregular 
variables and irregular processes are introduced as well as the basic concept of probability is 
redefined. Especially, students will examine examples of deterministic and stochastic systems and 
applications to statistic digital signal processing, optimization of filter and the queuing theory.

INC2024 컴퓨터 알고리즘 및 실습 Computer Algorithm and Practice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종류를 학습하고 효과적인 알고리즘 작성방법을 익힌다. 구체적으로 
dynamic programming, greedy, branch-and-bound, divide-and-conquer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presents fundamental techniques of computational algorithm design as well as provides 
programming practices to solve computati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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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
밍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engineering mathematics specific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To establish the mathematical foundation of the students majoring the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theory and the signal processing, this course will teach 
trigonometic functions, complex numbers, differentiation & integration, matricies, differential 
equations and system anaysis, Laplace transform, Fourier series and Fourier transform, Discrete 
Fourier transform and FFT, basic DSP concept.

INC2026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본 과목은 공학적 설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설계이론과 설계단계를 학습하고 또한 각
각의 단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설계단계의 경험은 설계-구현-시험으로 나뉘고 각각의 과정을 팀별로 진행하
고 학기말에 발표하게 된다.

Creativity is the most important human nature of improving the society by providing the solutions 
of very difficult problems. This course first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the creativity. Then it 
presents a few psychological techniques of creating new ideas. It also covers the TRIZ technique 
which is a step-by-step idea creation technique. Then it covers the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design processes which are a lot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processes. Finally it covers 
the project management, the documentation, and the presentation methods. Students have 
opportunities of practicing the learned techniques by doing the class discussion and the term 
project on the robot platform. Students must complete their term projects by: 1) planning and 
executing their MBO’s (management by object), 2) writing functional specifications of their designs, 
3) implementing the designs, 4)testing and demonstrating the implementations, and finally 5) 
giving the presentations of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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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2027 자료구조와 실습 Data Structure and Experiments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실제적으로 구
현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스택, 큐, 트리 구조를 학습하고 이를 응용하
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the concepts of lists, stack, queue, linked list, tree, and graph. 
Using C programming language, students practice the representation of the concepts above and 
solve the real world problems such as mazing problem and path finding in switch box.

INC2028 컴퓨터구성 Computer Organization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그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구조의 기초 개념을 학습함
으로써 앞으로의 컴퓨터 시스템 관련 과목의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주된 강의 내용은 디지털 논리 설계 소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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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for understanding of computer organization concepts in terms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his course is intended for 2nd year students in computer science or engineering 
departments. Scope of the course will include combinational and sequential digital logic design, 
hardwired control, CPU organization, computer operational principals, register transfer operations, 
pipelining techniques, etc.

INC2029 객체지향 언어와실습 Object-Oriented Programming

본 강좌의 교육 목표는 정보통신 공학 기술의 기초가 되는 객체지향 언어인 고급 C++에 대한 집중적인 실습
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기초에 대한 실습을 숙지한다. 본 교과목을 통한 세부 
목표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실습하며,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력 함양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한 설계, 이론과 방법을 적용한 개발, 문제의 모델링부터 설계 및 
구현 과정 참여, 팀원들과의 협동적 설계 및 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설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공학적인 설계구성요소 (목표설정, 요구분석, 설계, 구현, 시험, 평가 등)를 갖추어야 하고, 현실적 제한요소 
(원가, 안정성, 신뢰성, 미학, 윤리성, 사회적 영향 등)를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in-depth coverage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principles and techniques 
using C++. Topics include classes, overloading, data abstraction, information hiding, encapsula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file processing, templates, exceptions, container classes, and low-level 
language features. The course briefly covers the mapping of UML design to C++ implementation and 
object-oriented considerations for software design and reuse.

INC4055 신호와 시스템 Signal & Systems

신호는 사람간의 그리고 사람과 기계간의 통신을 위한 것이며, 신호 처리는 이러한 신호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를 표현하고 전송,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년간 신호 처리는 음성과 데이터 통신, 생물공학, 음향
학, 음파학, 로봇공학 등등 많은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많은 분야
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와 그 신호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주파수 
해석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methods of representing continuous-time signals and system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ignals and systems. Analysis of signals and systems via differential 
equations and transform methods is discussed. Laplace and Fourier transforms as convenient 
analysis tools are presented, and the powerful concept of frequency response of systems is 
emphasized. Stability of systems is studied in both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s. Application 
examples from communications, circuits, control, and signal processing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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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56 통신이론 및 실험 Communication theory

진폭변조, 주파수변조, 위상변조 등의 아날로그 통신 방식에 대해 학습하고, 각 변조방식에 있어서의 잡음효
과와 정합 필터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theories on analog communication systems such as amplitude 
modulation, frequency modulation, and phase modulation. You will study matched filter and noise 
effects on various modulations.

INC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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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introduction to database systems and applications using databases. It introduces 
the E-R model and its mapping to the relational data model. Studies the logical language in the 
relational data model and its relationship to the commercial relational query language: SQL. 
Examines in depth how to design a database conforming to different normal forms. 

INC4058 데이터 통신 Data Communication

컴퓨터 및 각종 정보통신단말기간의 데이터 정보의 송, 수신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기법들로서 데이터 통신
과 관련된 전송기법, 접속방법, 링크제어, 다중화, 교환기술과 관련된 회선교환, 패킷교환기법 및 관련 프로
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lass cover overview of the 7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reference model, application, 
presentation, session, transport, network, data link and physical layers. Students who complete 
this lesson could to understand the physical connections needed for a computer to connect to the 
Internet, recognize the components of a computer, configure the set of protocols needed for 
Internet connection, use basic procedures to test an Internet connection.

INC4059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컴퓨터 운영체제의 이해 및 구조를 학습한다. 배우게될 주요 개념들로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운영체제
의 구조, 프로세스 관리 및 스케쥴링, 프로세스의 동기화와 프로세스의 교착상태, 메모리 관리와 가상메모리, 
그리고 화일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과 구조, 그리고 응용기법을 학습하게 된다.

Operating systems are the vital system softwares acting as an interface among users, hardwares 
and softwares in order to provide user conveniences and computing resource efficiency. This course 
will cover characteristics of various operating systems and management techniques for CPU, main 
memory, disk, and various IO devices. The course will also include Linux OS lab. time to help 
understanding OS functionalities and their use.

INC4060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Microprocessor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교육용 전기전자 제어시스템, 공장자동화 제어기기 등의 구동에 두뇌역할을 하는 소형 
컴퓨터이다. 본 강좌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C언어 및 어셈블리어 같
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실습 교재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등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프로젝트를 설
계하여 구현하도록 한다.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력 함양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한 설계, 이론과 방법을 적용한 개발, 문제의 모델링부터 설계 및 구현 과정 참여, 
팀원들과의 협동적 설계 및 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설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공학적인 설계
구성요소(목표설정, 요구분석, 설계, 구현, 시험, 평가 등)를 갖추어야 하고, 현실적 제한요소(원가, 안정성, 
신뢰성, 미학, 윤리성, 사회적 영향 등)를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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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cture introduces microprocessor software and hardware architecture. To students, it covers 
wide range of fundamentals of microprocessor system integration, instruction set design, 
programming memory interfacing, input/output, direct memory access and interrupt interfacing.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se microprocessor architecture evolution. Study the Intel family of 
microprocessors, and review other microprocessor families and the trends in microprocessor design.

INC4061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전기전자통신 분야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일반 시스템의 기초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신호처리는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해석의 도구로 탄생하여 반도체 집적
회로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금은 통신시스템,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자원탐사, CD, 휴대폰, 디지털 TV, 디
지털 카메라 등을 중심으로 산업에서 가정에까지 보급되어 중요한 범용기술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신호처리 
제품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신호 데이터의 보관 및 전송이 유리하며 압축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고 
전송 중 발생하는 잡음에 대해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음성압축 이론, 디지털 
오디오압축 이론, 디지털 영상처리 이론, 디지털 통신이론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 기초가 되며 이처럼 응용분야
가 넓고 발전속도가 빠르기에 디지털 신호처리의 기초이론은 더욱 중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디지털신호처리의 
기초가 되는 신호와 시스템의 관계, 시간영역에서의 신호와 시스템 분석, 샘플링, Fourier 변환, z-변환, 
DTFT, DFT 등 이론을 학습하며 필터의 특성,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FIR, IIR 필터를 디자인한다. 실습시간
에 진행되는 실습내용은 이론시간에 학습한 주제를 토대로 진행되며 기본적인 설명과 코드는 제공된다.

Various techniques to analyze digital signals are covered in this course, such as sampling theorem, 
spectrum analysis, and z- transforms. Digital filter design of FIR and IIR filters are explained in relation 
with quantization effect and design restrictions. MATLAB will be used in various experiments and design.

INC4062 디지털 통신 및 실험 Digital Communication and its Laboratory

오늘날 디지털 통신 기술은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과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의 발전과 어우러져 어떤 분야의 기술
보다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통신공학의 이론들을 정리하고 많은 응용 기술 
및 시스템을 접해봄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지식 및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MATLAB 실습
을 통해서 배운 이론들을 정리하고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요소기술과 관련된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이론적인 지식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통신 이론이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behind many of today’s 
communication systems. Topics covered include: baseband demodulation, passband modulation and 
demodulation, and channel coding.

INC4063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컴퓨터통신에 관련된 개방형 통신시스템의 7계층 모델과 그 중 트랜스포트, 세션, 프리젠테이션, 어플리케이
션 계층의 프로토콜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근거리 통신망의 개념과 기술, 연동장비, 
종합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등에 대해 그 내부 동작원리 및 기술 등을 학습한다.

This class cover overview of the 7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reference model, application, 
presentation, session, transport, network, data link and physical layers. Students who complete 
this lesson could understand the physical connections needed for a computer to connect to the 
Internet, recognize the components of computer, configure the set of protocols needed for Internet 
connection, use basic procedures to test an Internet connection.

INC4064 인터넷 소프트웨어 Internet Software

현재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튼 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기 위한 방법 
및 기법들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의 GPS, Gyro 등의 센서 기능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We study various application areas of internet such as distributed processing, search engine, 
security, agent for search engin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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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66 디지털영상신호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반도체 집적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및 카메라의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고,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저렴
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컴퓨터 및 카메라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핸드폰
에 기본적으로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보급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습득한 영상
을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실생활에서 많이 실용화되어 현재 CT, OCR, 핵자기공명,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영상자료분석기, 서명인식기, 문자인식기 등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Convergence of various media is in demand in responds to the popularization of broadband 
networks to each end-user. Home phones are quickly replaced with mobile phones which provide 
better mobility and services. Many multimedia services having image or video was developed by 
service providers and convergence of different types of signals are continuously emerging. This 
lecture covers basic compression techniques and properties needed to facilitate pre- and 
post-process of digital image transmitted from networks. Sampling of analog signals, transforms 
and different types of filters in spatial and frequency domain are explained.

INC4067 초고속 통신망 High Speed Network

인터넷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특히 인터넷의 
성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C 언어를 이용하여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또한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용하
여 토크 프로그램과 채팅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습을 
병행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This course covers network protocol and standardization trend for high-speed internetworking and local 
area network (LAN) technology based on conventional telephone system and date communication system.

INC4069 인터네트워킹 Internetworking

본 강좌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필수적 지식함양을 위한 이론 수업과 함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라우터와 스위치를 이용하여 WAN과 LAN에 사용되는 기술과 시스템을 습득,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네트워커가 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설계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팀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advanced routing, remote access, and multilayer switching techniques. The 
content relates to learning how to implement the RIPv2, EIGRP, OSPF, IS-IS, and BGP routing 
protocols. Students will develop skills with the specific WAN technologies of analog dialup, ISDN 
BRI and PRI, Frame Relay, broadband, and VPN. In addition students will develop skills with 
VLANs, VTP, STP, inter-VLAN routing, redundancy, QoS, campus LAN security as well ad voice 
and video applications. Students can build given networks using network devices and network 
simulation softwares such as Packet Tracer and Dynamips.

INC4070 무선통신 및 실험 Wireless Communication

무선통신 및 이동통신 시스템은 최근 눈부신 발전을 보이면서 우리의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무선통신 및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이론들을 다루고 이러한 이론들이 실
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본다.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s of wireless communications and mobile communications. 
Topics discussed include: wireless system modem design, radio communications, cellular 
communications, wireless media access control, spread spectrum,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INC4073 정보통신 세미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minar

통신의 기본개념(정보이론, 아날로그와 디지털 통신방식, 다중화), 정보통신의 개요 정보이론, 셀룰라 통신 
시스템, 무선랜, 멀티미디어 통신, 위성통신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전 역사 및 각 시스템의 특징에 대하
여 개괄적으로 다룬다. 정보통신의 high-end 과목 중 신경향의 토픽들을 선정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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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opics such as basic concept in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theory, multiplexing, data 
communication, HDTV, multimedia communication, and other trend in telecommunications are 
covered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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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에
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통계적 검출, Channel Coding, Equalization, Synchronization, Channel 
Estimation, MIMO 기법의 기초 등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analytical researches on signal processing for digital communication 
system and basic theories to implement spread spectrum communications and multi-user 
communications. You will study detection and estimation theory, channel coding, equalization, 
synchronization, channel estimation, and 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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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overview of Software Engineering, 
concentrating on practical aspects that are used for developing large and complex software 
systems. Key features are software process management, requirement engineering, system design, 
software testing, software code generation and code optimization.

INC4079 멘토 프로그램 Mentor Program

정보통신 분야에서 활약하는 겸임교수, 동문 선배, 저명인사 등을 멘토 교수로 임명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 
분야 지식이나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여 정규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다. (2009년의 경우, 정보 검색 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정보검색의 전처리 단계인 자연어처리와 한국어 형태
소 분석과 정보검색관계 및 지능형 정보 추출 시스템을 소개하고, 검색 솔루션과 포탈(검색서비스)의 동향 
및 이슈, 허와 실을 알아보고 웹2.0 시대에 따른 기술 및 트랜드 변화를 파악한다.) 

INC4081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본 강좌는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법칙을 자동으로 발견하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강좌이다. 구체적으
로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 기본 알고리즘과 응용분야 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be an introduction to data mining. Data mining, also known as Machine Learning or 
Big Data, is a technology which allows us to discover knowledge from massive data. This is an essential 
paradigm for making intelligent/smart decisions and prediction with abundance of information. 

INC4082 네트워크 보안 Network Security

본 강좌는 LAN 및 WAN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교과과정을 통해서 배운 각 분야별 네트워크요소를 접목하
여 네트워크보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익힌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네트워크 보안구축프로세스 및 구축방법
론에 대한 이해, 현 네트워크 디자인 트렌드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등을 교육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
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보안구축과정의 기
초 요소들을 파악하고 비용 등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하도록 교육받는다. 보안에 대한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네트워크운영의 윤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Network security fundamentally contains cryptography. In this lecture, cryptography such as DES, 
AES and RSA, cryptographic hash functions to verify the modification of message, and the message 
authentication code and digital signature by using the above functions are studied. Finally network 
security protocol such as https is analyzed based on the abov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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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84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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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링, 설계서 작성 방법,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design, analyze, and implement systems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udents will form a team consisting of 3-4 individuals, and they will decide 
the subject and scope of their projects by brainstorming, survey, and discussion. Then, they will 
conduct plann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 as team projects. 
The project results will be demonstrated and evaluated.

INC408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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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링, 설계서 작성 방법,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s to design, analyze, and implement systems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udents will form a team consisting of 3-4 individuals, and they will decide 
the subject and scope of their projects by brainstorming, survey, and discussion. Then, they will 
conduct plann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 as team projects. 
The project results will be demonstrated and evaluated. 

INC4086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및 기능 등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및 
응용 분야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비롯하여 임베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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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w operating system courses explain underlying patterns and principles that form the basis for 
operating system construction. Students form the impression that an operating system is a 
blackbox. They only learn how an operating system appears from the outside, namely a set of 
interface functions, without knowing the internal structures. When working in the embedded world, 
knowledge of principles and structures is essential for building new mechanisms inside an operating 
system or porting it on new hardware. Furthermore, writing applications for embedded devices 
requires an appreciation for the underlying operating system. This course will review the major 
system components, and impose a hierachical design paradigm that organizes the components in an 
orderly, understandable manner. It will guide them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conventional 
process-oriented operating system, using practical, straightforward primitives.

INC4087 정보통신특강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 강좌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의 필수 요소인 암호화 및 데이터 무결성, 그리고 상호 신뢰 등을 다룬다.

The course studies the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that a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ed field and to perform the related work in the IT industry.

INC4088 신호처리시스템이해와응용 Fundamentals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System

본 강좌는 신호처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디지털 영상처리와 패턴인식에 대하여 다루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 산업, 의료, 과학 등 다방면
에 응용 가능한 향후 IT 분야의 핵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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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중추로서의 신호처리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토대로 전공과 연계된 산업 및 실용 분야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강좌가 되도록 한다.

In this curriculum students understand the fundamental basis of digital filters which are generally 
used in digital LTI systems, and learn digital audio/video signal processing systems based on such 
filters. Finally, this lecture contains the fundamentals of digital-TV and broadcasting systems to 
help the comprehension of advanced digital signal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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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환경공학의 기초 및 이론지식, 공학적 사고능

력을 지닌 리더 육성

2. 건설환경공학 제 분야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능력 배양

3. 공동·협력 작업에 필요한 협동심 및 원활하고 적

극적 의사소통능력 배양

4.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건설환경분야 전문인력

이 보유하여야 할 윤리의식, 평생학습 능력 및 언

어능력 배양

 학과(전공) 소개

- 주요 연혁, 교육(학습) 내용 및 성과의 요약 소개 

1. 주요연혁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는 1969년 12월 공과대

학 소속 토목공학과로 설립되었으며, 1973년 대학원 

석사과정, 1979년 대학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다. 

1998년 증대하는 토목공학 내의 환경공학전공의 중

요성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학과명칭을 토목

환경공학과로 변경하였다. 2005년 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로 변경하였고, 2011년 건설환경공학과로 변

경하였다.

 

2.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건설환경공학 심화 프

로그램)의 교육목적은 무엇인가

본 건설환경공학과는 본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

과 공과대학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과 문

명의 발전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방

법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제반 지식과 

이를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며 효과

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적 능력과 도덕적 

책임의식을 갖춘 공학기술인을 양성함을 교육목적으

로 한다.

3.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건설환경공학 심화 프

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1) 건설환경공학의 이론지식 및 공학적 사고와 평

생학습 할 수 있는 능력

  2) 건설환경공학 제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설계하

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

  3) 다양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4) 윤리적 사고능력과 정보화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쉽

4.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건설환경공학 심화 프

로그램)의 학습성과는 무엇인가

  1) 수학, 기초과학, 전문교양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프로젝

트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3) 현실적 제한조건에 맞추어 구성요소와 시스템

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건설환경공학과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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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컴퓨터 ‧ 정보기술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며, 모

델링 할 수 있는 능력

  5) 컴퓨터 ‧ 정보기술 관련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

법, 최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 교육의 필요성의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컴퓨터 ‧ 정보기술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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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건설환경공학(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은 인류의 기본적 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하

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들을 설계, 건설 및 유지관리

하기 위한 기술분야이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시

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여 왔으며 과학 및 문명의 발

달에 따라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건설환경공

학이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

  1. 교량, 터널, 도로, 철도, 공학, 항만, 운하 등의 

교통 및 물류시설

  2. 신도시단지, 지하공간과 같은 도시공간시설

  3. 원자력발전소, 수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조

력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의 에너지 시설

  4. 댐, 상수도 등의 수자원시설

  5. 하수처리장, 생활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

  6. 대형구조물의 진동제어 및 모니터링시설, 방파

제 등의 방재시설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공학적으로 건설환경공학 

시스템이 되며 건설환경공학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 

및 응용기술을 배운다.

 진로 및 취업분야

건설환경공학과 졸업생의 진출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크게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연구소 등으로 나뉜다. 또 해당 분야 최고

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설계, 

감리, 자문 등의 전문 영역의 사업도 가능하다.

1. 기술사 :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시

행하는 기술사 자격에 합격해야 한다. 기술사는 

전체 15개 분야 91개 종목으로 이중 건설분야에는 

구조, 시공, 지반, 수자원 등 11개의 종목,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대기, 폐기물, 수질관리 등 6개 종목

이 있다.

2. 건설회사 : 대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국내·외 

건설 현장의 공정관리, 현장감독 등의 실무책임자

로 일하거나 본사의 공사 계획 및 입찰, 자재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3. 엔지니어링회사 :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하면 교량, 지하철, 터널, 

플랜트 등의 건설환경기반시설의 공사계획, 설

계, 감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맡아 일하게 된다. 

최근에는 안전진단, 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관리, 

기술컨설팅 등의 새로운 전문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4. 공기업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

지주택(LH)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

력, 환경관리공단 등 사회기반사업과 관련된 공기

업도 졸업생의 주요 진출분야이다.

5. 공무원 : 행정고시 기술직과 지방고시 등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국토해양부, 환경부, 해양수

산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경

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

된다. 국토개발계획 입안, 공공 공사감독, 설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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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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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이 가능하며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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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bility of Structures-Principles and Applications, Elsevier, 2011

대 표 논 문

Lee, S.C., Lee, D. S., Yoo, C. H., “Fu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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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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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연 수 
전 공 분 야 토질 및 기초
세부연구분야 토질역학, 연약지반개량, 지반환경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질 및 기초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 버클리대학교 지반공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토질역학Ⅰ및 실험 건설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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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 Jang and Y.S. Kim, “Centrifugal Model Behavior of Laterally Loaded Suction Pile in Sand,”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17, No. 5, pp. 980-988. May, 2013.
Y.S. Jang, “Field monitored settlement and other behavior of a multi-stage municipal waste landfill,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Vol. 69, No. 3, pp.987-997,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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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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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일
전 공 분 야 수자원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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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환경 유체역학 물환경시스템설계

대 표 저 서
이상일 외 8인, 하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0.
수문학 -이론 및 응용-, 사이텍미디어, 1998.

대 표 논 문

Development of site suitability analysis system for riverbank filtration, Water Science and 
Engineering, 3(1), 85-9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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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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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료 및 실험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대 표 저 서
철근콘크리트공학, 구미서관, 2008.08
보-슬래브 바닥판 종합 설계, 구미서관, 2011

대 표 논 문

민창식, “보 및 1방향 슬래브의 균열제어,”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Vol. 24, No. 4, 2012년 8월, pp. 3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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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19, No.1E, March 2007, pp.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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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봉 연
전 공 분 야 환경공학(수질)
세부연구분야 상수도 수처리, Membrane Filtration(막여과), 해수담수화
학사학위과정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환경)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동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공학 및 실험 수처리 플랜트공학 및 실험 지구환경과학

대 표 저 서
막 여과, 2010. 04
과학으로 다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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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n the Crystalline Structures of iron Oxides formed during removal process of iron in water”,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6권, 제1B호, 2006.
“A study on Boron Removal by Mineral Cluster Coagulant for Seawater Desalination Application”,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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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호
전 공 분 야 구조해석

세부연구분야
전산손상역학(Computational Damage Mechanics)
구조동역학 및 지진해석(Structural Dynamics and Earthquake Analysis)
구조-유체 연동해석(Structure-Fluid Interaction Analysis)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C. Berkeley Civil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Mechanics & Materials Division) Ph.D.

담 당 과 목 응용역학 응용구조역학 컴퓨터응용구조해석 건설소프트웨어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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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Flood Impact Pressure Analysis of Vertical Wall Structures using PLIC-VOF Method with 
Lagrangian Advection Algorithm”, 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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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환경공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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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역학, 사면, 터널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지반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urdue Univ. 토목공학과(지반공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토질역학2 지반및방재 암반및터널공학
대 표 저 서 철도설계기준, 노반편,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대 표 논 문

지하수 유동과 응력-간극수압 연계해석을 통한 노후터널의 라이닝 안정성 분석, 한국지반공학회, 제8권 
4호, 2012. 04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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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주 현
전 공 분 야 수자원환경
세부연구분야 유역환경, 수질모델링, 비점오염관리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CLA 토목환경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창의적공학설계 환경화학 환경수리학

대 표 논 문

“Performance evaluation and sizing method for hydrodynamic separators treating urban stormwater 
runoff”,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69, No. 10, 2014.
“Evaluation of accuracy of linear regression models in predicting urban stormwater discharge 
characteristic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Vol. 26, 2014.
“Accuracy of a stormwater monitoring program for urban landuses” IWater Environment Research, 
Vol. 85, No.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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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IV2002 창의적공학설계 3 3 0 3 기초 학사1년 2 필수설계
CIV2005 응용역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1
CIV2007 재료역학 3 3 0 0 전문 학사2년 2
CIV2009 물과환경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1
CIV2010 유체역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CIV2031 환경화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1

CIV2032 건설환경공학개론 1 1 0 0 기초 학사1년 1
팀티칭, 

필수(P/F)
CIV2033 건설재료 및 실험 3 2 2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CIV2034 건설지질학 3 3 0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CIV2035 환경공학 및 실험 3 2 2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CIV4002 Mentor Program 1 1 0 0 전문 학사3~4년 1
CIV4003 Junior Seminar 1 1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04 측량학 및 실습 3 2 2 0 전문 학사3~4년 2
CIV4005 구조역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IV4007 컴퓨터응용구조해석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선택설계
CIV4008 강구조설계 3 3 0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선택설계
CIV4010 토질역학Ⅰ및 실험 3 2 2 0 전문 학사3~4년 1
CIV4011 토질역학 Ⅱ 3 3 0 0 전문 학사3~4년 2
CIV4013 암반 및 터널공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15 수리학 및 실험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선택설계
CIV4020 건설프로젝트관리 3 3 0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선택설계
CIV4021 건설시공 및 견적 3 3 0 1 전문 학사3~4년 2 선택설계
CIV4022 건설계약 및 법규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41 기초공학 3 3 0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선택설계
CIV4057 환경수리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59 응용구조역학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IV4060 건설소프트웨어입문 3 3 0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IV4061 철근콘크리트 3 3 0 1 전문 학사3~4년 1 선택설계
CIV4063 지반 및 방재 3 3 0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선택설계
CIV4065 물환경시스템설계 3 2 2 1 전문 학사3~4년 영어 2 선택설계
CIV4066 수처리 플랜트공학 및 실험 3 2 2 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CIV406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 3 0 1 전문 학사3~4년 영어 1 선택설계
CIV4068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3 1 4 3 전문 학사3~4년 1/2 필수설계

현장실습 3 0 4 0 전문 학사3~4년 계절학기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구조

건설환경공학개론
창의적공학설계

건설소프트웨어입문
응용역학, 재료역학
건설재료 및 실험

➡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컴퓨터응용구조해석 
응용구조역학
측량학 및 실습
강구조설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지반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창의적공학설계

건설소프트웨어입문
건설지질학

➡

토질역학1 및 실험
측량학 및 실습

토질역학2
기초공학

지반 및 방재
암반 및 터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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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제학과 ECO2004 거시경제학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08 금융공학입문 3
경영학부 DBA2004 재무관리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10 환경경제와 통상 3
국제통상학전공 INT4024 국제지역 경제론 3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MEC2015 유체역학 3
화공생물공학과 CEN4050 화공유체역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수자원환경

건설환경공학개론
창의적공학설계

건설소프트웨어입문
물과환경
유체역학
환경화학

환경공학 및 실험

➡
수리학 및 실험

수처리 플랜트공학 및 실험
물환경시스템설계

환경수리학

건설관리
건설환경공학개론
창의적공학설계

건설소프트웨어입문
➡

건설시공 및 견적
건설프로젝트관리
건설계약 및 법규

복수전공트랙
재료역학
유체역학

➡ 전공심화과정중 택 1

CIV2002 창의적 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인별 또는 팀별로 수행하고, 
결과들을 토론함으로써 창의력을 배양한다.

Perform various individual- and team-projects related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s and discuss 
the outcomes of the projects in order to develop the creativity of the students.

CIV2005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구조 및 재료역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정역학의 응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벡터의 기본이
론, 이상화된 강체 및 구조물에서의 힘과 평형방정식, 자유물체도의 개념과 응용을 다루며 구조물 외부와 내
부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Elementary course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of static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statics 
theory: vector, equilibrium equation of idealized rigid bodies and simple structures. Emphasizes the 
concept of free-body diagrams. Examples with applications in stru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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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2007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토목공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힘의 평형 개념, 자유물체도의 작성, 구조부재의 역학적 성질, 힘이 물체
에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도의 산정, 모아원을 이용한 응력 및 변형도의 변환 등을 다룬다.

Equilibrium of force system. Free body diagram.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Calculation of 
stress and strain developed in structural elements. Stress and strain transformations using Mohr’s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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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cycle and its interaction with human and eco-environment on the Earth is the main subject 
of this course. The way of existence in the form of  precipitation, rivers, lakes, groundwater, and 
ocean is understood along with its influence to us.

CIV2010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의 성질, 정수역학, 동수역학, 관수로내의 수류해석 등의 이론과 수공학에의 응용능력을 습득한다.

The basic theory is learned on fluid property, hydrostatics, hydrostatics, and pipe flow. The ability 
to apply the basic understanding to the real-world is also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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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lass, the chemical and biochemical phenomena which occur in nature will be studied. This 
class covers source, reaction, transport and impact in air, soil and water environment and 
categorizes pollutants and introduces some indicators which assess the health of the environment. 
Also, environmental problem solutions are introduced.

CIV2032 건설환경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IVil &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환경공학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구조, 지반, 환경 및 수자원의 각 
요소들이 지속적인 발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다루며, 요소별 기본지식을 종합적으로 습
득한다.

The CIVil & environmental system which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is 
understood through this class. It is covered how each subject of structural, geo-technical, 
environmental & water resources engineerings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basic knowledge of each subject is synthetically studied.

CIV2033 건설재료 및 실험  Materials and Testing for CIVil Engineers

토목 구조물의 건설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 콘크리트에 대한 배합설계, 굳기 전 및 굳은 콘크리
트의 성질과 강도특성에 대하여 다룬다. 또한 실험실에서 실습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재료의 특성을 학습한다.

Examines the influence of constituent materials(cements, aggregates and admixtures) on the 
properties of fresh and hardened concrete; mix design handling and placement of concrete; and 
behavior of concrete under various types of loading and environment; test methods. Laboratory 
practice is an integral part of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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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2034 건설지질학  CIVil Engineering Geology

지질환경과 토목구조물이 건설되는 지반의 구성 기본단위인 조암광물과 암석의 생성 및 특징, 그리고 구조지
질에 대하여 다루고 토목구조물의 계획과 설계 시 지질학의 응용을 공학적 관점에서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ormation of rock, its characteristics, and geological structures. 
Emphasis will be made on applications of geology to CIVil engineering works.

CIV2035 환경공학 및 실험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Experiment

도시 인구 집중화, 무절제한 농약사용과 공장폐수로 인한 수원의 오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의 급증으로 지구의 온실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의 대기오염, 핵실험과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방
사능 오염, 화학물질 첨가로 인한 식품오염,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과 같이 지구환경이 오염되며, 파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의 주체인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와 지구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론을 강의하
며 또한 이에 관련된 기초 실험을 수행한다.

The Earth suffer from the pollutions caused by the rapid urbanization, excessive use of pesticides, 
wastewater from the industry, greenhouse effect from excess use of fossil fuel, radioactive 
contamination by the accidental oil spill and so on. This lecture will discus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io-system including human beings and the Earth and perform basic experiments related 
with the environmental problems. 

CIV4004 측량학 및 실습  Surveying and Practice

측량학의 기본인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량, 트랜시트 측량의 이론을 익히고 다각측량, 시거측량 및 지형
측량 등을 통하여 실제 응용기법을 익힌다. 또한, 하천측량, 노선측량, 삼각측량 등의 보다 나은 기술을 배양
하고 평면 및 입체 사진측량 및 사진의 판독에 대하여 상술하며, 이론을 바탕으로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
량, 트랜시트 측량 등을 실습함으로써 실제 현장측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dvanced surveying measurements and computations for engineering project control, Mapping and 
fundamental concep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ntrol surveys on site and route projects for 
engineering design and construction layout; geometric design of horizontal circular curves, Spiral 
easement curves, and vertical parabolic curves; theory of observational errors and error 
propagation.

CIV4005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정력학적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정구조물의 지점반력을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트러스 구조물의 해석, 보
와프레임구조물의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구하고 diagram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정정구조물의 처짐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학습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Analysis of determinate structures: reactions; axial forces; shear forces; bending moments; and 
deflections. Analysis of indeterminate structures: method of consistent deformations; Castigliano 
theory; slope-deflection method; and moment distribution method.

CIV4007 컴퓨터응용구조해석  Computational Analysis of Structures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법의 이해에 필요한 매트릭스 대수학의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구조시스템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논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해석의 기본 알고리즘에 대
해서 배우고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Methods and algorithms for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Reviews fundamental matrix algebra 
and structural analysis theory. Algorithms for comput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direct stiffness 
method. Program practice with MATLAB software to understand computatio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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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4008 강구조설계  Design of Steel Structures

구조용 강의 특성, 용접과 고장력볼트를 이용한 부재의 연결 및 각종 부재의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을 습득하
여 강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Mechanical properties of structural steels. Connection of structural members using welding and 
high-strength bolts. Basic theories needed for design of various types of structural members. 
Design of steel bridges.

CIV4010 토질역학Ⅰ및 실험  Soil Mechanics Ⅰand Testing

흙의 기본적 성질, 흙의 통일분류법, 다짐의 특성, 조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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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 properties of soil, unified classification, compaction, structure of coarse and fine 
soils, principles of effective stress, calculation method of stress within soils, one and two 
dimensional analyses of seepage and consolidation theory are introduced. To understand basic 
properties of soil. various soil experiments are performed e.g. liquid and plastic limit, specific 
gravity, permeability, compaction, sieve and hydrometer analysis, direct shear test etc.

CIV4011 토질역학Ⅱ  Soil Mechanics Ⅱ

Mohr-coulomb의 파괴이론과 Mohr원, 사질토의 전단강도, 점성토의전단강도, 전단강도의 측정방법, Rankine
의 토압이론, Coulomb의 토압이론, 사면활동의 해석방법, 지반개량공법의 기술이론 등에 대해서 다룬다.

Deal with failure criterion of Mohr-coulomb, Mohr’s circle, shear strength of granular and clay 
soils, measurement method of shear strength, Rankine’s earth pressure theory, Coulomb’s earth 
pressure theory, stability analysis of slope slide, various methods of ground improvement.

CIV4013 암반 및 터널공학  Rock and Tunnel Engineering

암석과 암반의 차이, 암석의 응력과 변형 특성, 암반 불연속면의 특성 등 암반역학의 기본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반사면 및 터널의 해석과 설계시 요구되는 기본이론과 응용지식들에 대해서 다룬다

Understand basic concepts in rock mechanics, such as the difference between rock and rock mass 
and stress-strain characteristics of rock mass, and learn applied knowledges for rock slope and 
tunnel designs, including stereographic analysis and rock classifications methods.

CIV4015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 Analysis and Experiment

자연에서 일어나는 유체흐름의 물리적 특성과 관수로 및 개수로에서의 각종 수리현상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
해서 학습하며, 수리구조물 등에 적용가능한 이론들을 다룬다.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natural flows are covered and the conduit and open channel flows 
are dealt by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and the applicable theory for the hydraulic 
structures are studied.

CIV4020 건설프로젝트관리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관련된 건설 사업관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설프
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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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업비 구조,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basic construction management concepts and techniques to 
properly manage construction projects. Value engineering, life-cycle costing, scheduling, cost 
control, and other related topics are covered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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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4021 건설시공 및 견적  Construction Engineering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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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으로
는 토공사의 이해, 각종 건설 기계의 소개, 시공법 개론, 개산견적의 개념, 개산 견적의 기법, 국내외 견적 
방식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provides information on fundamental construction methods and estimation techniques 
for construction projects. Main topics includes earth-moving techniques, various construction 
equipments, construction methods, preliminary estimation techniques, and differences in estimation 
process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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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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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legal issu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focusing on construction 
contracts. Topics covered in the course includes domestic construction policies, elements of contracts, 
breach of contracts, Construction Torts, disputes resolution techniques, and so on.

CIV4041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전면기초의 지지력, 침하해석, 말뚝의 지지력 및 침하량 추정, 굴착 흙막이공법 설계, 특이지반의 기초, 지반
개량 공법의 실무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Bearing capacity and settlement analyses for mat foundation and pile foundation, design of 
excavated soil walls, foundation in various untypical soils, soil improvement methods are reviewed.

CIV4057 환경수리학  Environmental Hydraulic Engineering

하천과 해양에서의 물질이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제어, 관리하는데 필요한 응용기술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다.

Basic theory related to material behaviors in the river, lakes and ocean is studied. The class covers 
the controlling and management techniques for the application in the practical respect.

CIV4059 응용구조역학  Applied Structural Mechanics

부정정 구조물의 역학적 원리와 해석방법을 다룬다. 변형일치법, 처짐각법, 모멘트분배법의 원리를 배우고 
이를 이용한 구조 해석법을 연습한다. 또한, 에너지 원리와 해석법, 가상일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구조해석법
을 다룬다. 지진, 바람 등의 동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과 해석법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룬다.

Structural mechanics and analysis theory for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s. Stiffness and 
flexibility methods including compatibility methods, slope-deflection method and moment 
distribution method. Energy principles and virtual work principle for structural analysis. 
Introductory theory and application of structural dynamics for simple models of structures 
subjected to dynamic loads such as earthquake ground motion and wind loading.

CIV4060 건설소프트웨어입문  Introduction to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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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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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ill learn the basics of FORTRAN and MATLAB, and develop skills to use these computer 
languages to solve a variety of engineering problems. Some important engineering mathmatics 
including vectors, matrices and numerical approaches will be introduced and relavant engineering 
problems will be solved using computer.

CIV4061 철근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

철근콘크리트의 기본적인 특성과 보나 1방향 슬래브 등의 구조부재에 대한 강도설계법의 기본개념을 학습하
고 설계하는 방법을 다루며, 설계된 구조 부재의 처짐 및 균열 등의 사용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또한, 전단
과 비틀림에 대한 보강철근설계 및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다룬다. 

Study of the strength, behavior, and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subjected to moments, 
shear, and axial forces; extensive discussion of the influence of the material properties on behavior.

CIV4063 지반 및 방재  Geotechnical Engineering and Disaster Prevention

지반공학분야에서 연약지반 개량과 기초 등 지반구조물의 설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반분야와 관련된 자연재해인 산사태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최신의 피해 저감기술에 대하
여 학습함.

This course deals with the design of the roads on soft grounds. Students will study soft ground 
improvement and pavement design methods. Also, the course will cover rain triggering landslides. 
State of art technoligies to mitigate the effect of the landslides will be introduced.

CIV4065 물환경시스템설계  Water Environment Systems Design

취수, 정수, 저장, 공급, 배수시설 등의 계획 및 설계기본을 학습하고 경험한다. 또한 파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안구조물의 기초적 설계과정을 공부한다. 

CIV4066 수처리 플랜트공학 및 실험  Water Treatment Plant Engineering and Experiment

수돗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원관리, 수질에 따른 수처리 플랜트 설계, 각 처리 단위 공정의 
원리와 수처리 시스템 내에서의 이론과 실제, 배수에 대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종합적인 수질관리 및 수처리 플랜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며 처리대책을 다룬다.

CIV406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기본 원리와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프리스트레싱 방법과 정착장치, 프리
스트레스의 도입과 손실 및 사용성, 휨강도, 전단강도, 비틀림 모멘트강도 등의 이론과 설계에 대해서 다룬다. 

CIV4068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다양한 교과목을 통하여 학습한 건설 구조물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실제의 예제를 중심으로 실습해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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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에 대한 이해, 대안의 설정 및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가치공학 및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실습,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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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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래지향적인 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하여 화공

생물공학 관련 제반 산업시설을 안전하고 경제적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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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1) 화공생물공학 전반의 현장에서 제반 문제점을 이

해·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춤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실무 및 연구개발 능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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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소개

본 화공생물공학과는 1966년 12월에 위생공학과와 

연료공학과로 신설되어 1969년 12월에 화학공학과

와 고분자공학과로 각각 개칭되었으며, 1975년 12월

에 화학공학과로 통합 개편되고 2000년 12월에 생명

화학공학과로 개칭되었다가 2007년 화공생물공학과

로 개칭되었다. 약 40년간의 역사를 기리면서 그동안 

수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현재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 각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76년에 석사과정, 1979년에 박사과정이 설립

인가되어 그 동안 다수의 박사 및 석사를 배출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박사 및 석사과정에서 여

러 분야를 연구 수학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해외

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유학, 대학 및 연구소 등 다방

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화공생물공학과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

연과학 현상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발

생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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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엔

지니어들은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

를 실제로 구현하여 제품을 생산해내는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폭 넓은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를 

화공생물공학과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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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원하는 화학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장과 

장치의 사양을 고안해내고, 공장을 설계하며 이러한 

시설들을 가동시킨다. 

화공생물공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동력원으로서 

각종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얻는 방법을 찾고,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을 퇴치하는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의 중화학공업

발전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

을 하였고, 21세기에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갈 전자·정보기

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근간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화공생물공학은 기존의 정유, 석유 화학분야로부터 

의학, 전자재료, 환경, 신소재 등의 분야로 활동 영역

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바이오기술/나노기

술/환경기술의 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이러한 분양에서 대량 생산 기술을 다룰 수 있어 21세

기를 주도해 나갈 융합시스템 학문으로 정립되어가

고 있다. 

미래의 화공생물공학 분야는 크게 (1)Bio Technology 

(생명공학), (2)IT Materials(정보전자소재), (3)Nano 

Technology (나노기술) (4)Energy/ Environment 

(에너지/환경), (5)Computation and Systems (전

산 및 시스템), (6) 이들의 복합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화공생물공학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등의 

기초과학과 물질 및 생체에너지의 활용과 이용, 그리

고 생산기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하여 

왔다.  화공생물공학에서 다루는 분야로서는 생명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분리, 고분자를 포함한 신소재, 

에너지와 자원, 생물공학, 환경산업 등 다양하게 예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특성 때문에 

화공생물공학은 높은 시대적 적응력을 갖게 되어 급

변하는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생

의약 및 생명산업, 전자 및 광재료, 미세구조재료, 

안전관리, 환경문제, 공정자동화, 연료 및 에너지 산

업 분야 등에서 크게 기여하며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화공생물공

학 프로그램을 전공한 학생들은 크게 졸업 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정기술분야와 일반관리분야로 진

출할 수 있다.

■ 공정기술분야

  - 설계공학 : 생명 및 화학공정의 기본개념을 이해

하고 목적에 맞는 공정 혹은 장치를 설계

  - 기획설계공학 :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및 관리

  - 생산관리 : 필요로 하는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들의 관리

  - 플랜트 엔지니어링 : 공정의 문제 해결과 개선, 

수정을 통한 기술적인 지원

  - 연구개발 : 연구실에서 개발된 새로운 연구들의 

산업화

■ 일반관리분야

  - 재정, 경영 : 공정산업의 경제적 분석 및 경영관

련 불확실 요소들의 이해와 분석

  - 기술영업, 기획 : 공정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

의 판매와 기술적 지원 및 신규사업 진출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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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이 명 천
전 공 분 야 고분자공학
세부연구분야 기능성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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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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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공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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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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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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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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 Lim and D. S. Han, “Synthesis of dialkylamidoamine oxide surfactant and characterization 
of its dual function of detergency and softness”, Colloid Surf. A: Physicochem. Eng. Aspects, 
389(1-3), 166-174(2011).
J. C. Lim and D. W. Chung, “Study on the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Surface Activities 
of Hydrophilic Derivatives of b-Sitosterol”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125, 888-895 (2012).
J. C. Lim, E. K. Kang, J. M. Park, H. C. Kang, and B. M. Lee, “Syntheses and surface active 
properties of cationic surfactants having multi ammonium and hydroxyl groups”, J.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July, Vol. 18, No. 4, 1406-14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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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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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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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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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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미생물학 생물화학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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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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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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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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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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생화학 생물분리정제공학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대 표 논 문

Expanding the active pH range of Escherichia coli glutamate decarboxylase by breaking the 
cooperativeness.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In Press, Available online 2012
Ngoc Anh Thu Ho, Chen Yuan Hou, Woo Hyun Kim, Taek Jin Kang*
Translation of a histone H3 tail as a model system for studying peptidyl-tRNA drop-off. FEBS 
Letters, Volume 585, Issue 14, 2011, Pages 2269-2274
Taek Jin Kang*, Hiroaki Suga
Synthesis of the backbone cyclic peptide sunflower trypsin inhibitor-1 promoted by the induced 
peptidyl-tRNA drop-off.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Volume 50, Issue 9, 2011, Pages 
2159-2161
Taek Jin Kang*, Yuuki Hayashi, Hiroaki Suga*

박 정 훈
전 공 분 야 화학공학-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포집
세부연구분야 이산화탄소 포집 분리막 기술, 전환기술, 초임계 분리기술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물리화학 반응공학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물질 전달

대 표 논 문

Hydrogen permeation properties of V89.8Cr10Y0.2 alloy membrane using WGS reaction g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38, 2013, Pages 6085-6091
Sung Il Jeon, Jung Hoon Park*, Yong Taek Lee
Oxygen production of tubular module with La0.6Sr0.4Ti0.3Fe0.7O3―δ coated 
Ba0.5Sr0.5Co0.8Fe0.2O3―δ membrane. Journal of Membrane Science, Volume 403-404,  2012, 
Pages 188-195
Jong Pyo Kim, Edoardo Magnone, Jung Hoon Park*, Yong taek Lee,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e and hydrogen permeation properties in the multiphase 
Ni21Ti23Nb56 alloy membranes. Journal of Membrane Science, Volume 384, Issue 1-2, 2011, Pages 
136-141
Edoardo Magnone, Sung Il Jeon, Jung Hoon Park*, Eric Fleury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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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2021 생물공학입문 3 3 기초 학부1~2 1

CEN2022 화공양론 3 3 기초 학부1~2 1
전필

감성소재및공정트랙
CEN2023 환경공학입문 3 기초 학부1~2 영어 2
CEN2024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3 기초 학부1~2 영어 2 전필/설계 3학점
CEN2025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3 6 기초 학부1~2 2 전필
CEN2026 재료공학 3 3 기초 학부1~2 영어 1
CEN2027 응용생화학 3 3 기초 학부1~2 영어 2
CEN2028 응용미생물학 3 3 기초 학부1~2 1
CEN2029 분자생명공학 3 3 기초 학부1~2 영어 2
CEN2030 공업유기화학1 3 3 기초 학부1~2 1 감성소재및공정트랙
CEN2031 공업유기화학2 3 3 기초 학부1~2 2
CEN4036 고분자공학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CEN4037 공정열역학 3 3 전문 학부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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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공정설계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1
공업유기화학2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

화공열역학
화학공정제어
화학공정해석
촉매반응공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1,2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1,2

신소재

재료공학
고분자공학입문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1
공업유기화학2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

고분자공학
콜로이드공학

전자정보소재공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1,2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1,2

생물공학

환경공학입문
생물공학입문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
생물화학공학
생물소재공학
의약품정제공학
응용미생물학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EN4038 물질전달 3 3 전문 학부3~4 1
CEN4039 반응공학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CEN4042 생물소재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 1 설계 1학점
CEN4043 생물화학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 2 전필

CEN4044 열전달 3 3 전문 학부3~4 2
설계 1학점,

전필
CEN4046 콜로이드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 1
CEN4049 화공열역학 3 3 전문 학부3~4 2

CEN4050 화공유체역학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전필
CEN4051 화학공정제어 3 3 전문 학부3~4 1 설계 1학점
CEN4052 화학공정해석 3 3 전문 학부3~4 2
CEN4054 전자정보소재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 2 설계 1학점
CEN4055 화공생물공학실험 3 6 전문 학부3~4 2 전필

CEN4056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1 3 3 전문 학부3~4 1
capstone 

design/전필
/설계 3학점

CEN4057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2 3 3 전문 학부3~4 2

감성소재및공정트랙
capstone 

design/전필
/설계 3학점/팀티칭

CEN4063 디스플레이소재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 2 설계1학점
CEN4064 재료기기분석 3 2 2 전문 학부3~4 2
CEN4065 촉매반응공학 3 3 전문 학부3~4 2 설계1학점
CEN4066 화공세미나 2 2 전문 학부3~4 2 세미나

CEN4068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
실험1

3 6 전문 학부3~4 1 전필

CEN4069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
실험2

3 6 전문 학부3~4 1 전필

CEN4070 의약품정제공학 3 3 전문 학부3~4 영어 1
현장실습 3 0 4 전문 학부3~4 계절



518 2015 Course Catalog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공업유기화학1
공업유기화학2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분자생명공학
응용생화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1,2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1,2

감성소재 및 공정
트랙

화공양론(필수)
재료공학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1(필수)
고분자공학입문

➡

고분자공학
공정열역학

전자정보소재공학
콜로이드공학

디스플레이소재공학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1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2(필수)

복수전공트랙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1
공업유기화학2

화공생물공학기초실험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

공정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화공유체역학
반응공학

생물화학공학
화공생물공학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1,2
화공생물공학실험

화공생물공학종합설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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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화학과 CHE2001 분석화학1 3
화학과 CHE2009 분석화학2 3
화학과 CHE4046 생화학 3
화학과 CHE4015 무기화학1 3
화학과 CHE4025 분자분광학 3
화학과 CHE4048 기기분석실험과QC/QA 3
화학과 CHE4047 기기분석과QC/QA 3
화학과 CHE4024 무기화학2 3
화학과 CHE4051 화학생물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교과목 해설

CEN2017 고분자공학입문 Introduction to Polymer Engineering

환경친화용, 생체의료용, 정보산업용, 그리고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 까지 각종 고분자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 응용, 그리고 개발동향을 강의함으로써 고분자 재료의 응용 분야 및 개발 동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The properties and applications of general engineering and special plastics as well as the kinds and 
history of polymers a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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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2018 공업물리화학 Industrial Physical Chemistry

기체법칙, 열역학의 제반법칙, 상평형, 화학평형, 전기화학전지, 생체 내 반응에 대한 평형관계, 표면화학등
의 열역학에 관한 제반 분야의 내용과 연습문제 등을 풀이한다. 화학동력학 분야인 기체분자 운동론 반응속도
에 관계되는 기본 관계식과 기체반응 반응속도론 액체반응의 반응속도론, 화학반응 및 용액 중에서의 비가역
적 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Fundament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equations of state, the First and the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 phase equilibrium, equilibrium of chemical reactions, electrochemical cells and 
physical chemistry of surface in terms of basic concepts of thermodynamics; Introduction to 
quantum theory, atomic and molecular structures, molecular dynamics of gas and liquid reaction 
rates in gaseous and liquid phase, irreversible process solutions.

CEN2021 생물공학입문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공학도를 위한 생물공학의 입문과정으로 범위 및 기본개념을 다루고 생물산업의 역사와 최근의 동향 앞으로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생물과학의 기초분야의 지식 및 응용을 다룬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for engineers from various fields. the scope and basic concepts of 
biotechnology are handled and also the history,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direction will be 
discussed. the coures will deal with basic knowledge about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CEN2022 화공양론 Chemical Process Calculation 

(감성소재 및 공정트랙)
화학공학의 단위환산을 다루고 단순 및 복합화학공저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 상태의 물질수지의 개념과 계산
에 대하여 논한다. 화학공학의 기본적 해석과 표현방법, 물리화학적 기본원리의 응용 및 정상상태, 비정상상
태에서의 에너지 수지의 개념과 계산을 다룬다. 

This course is an analysis of chemical processes in items of physical quantities and their relations 
ships ,mass and energy balance for steady and unsteady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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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engineering has been defined as the branch of engineering that is concerned with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the potentially deleterious effects of human activity protecting 
human populations from the effects of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and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for human health and well being. thu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and 
of human interaction with it is a necessary prerequisite to understand the work of the 
environmental engineer. In this course, the overall conc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s 
introduced and the physical, chemical, mathematical, and biological principles of defining, 
quantifying, and measuring environmental quality are discussed.

CEN2024 화공생물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to Chemical & Biochemical Process Design

화공생물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
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CENtly, New products and processes are usually designed using a DFSS (Design for Six Sigma). 
In this study, We understand the chemical enigineering basic priciples and the scientific design for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ring through Six Sigma method. (such as, Define, Measure, 
Analyze, Design,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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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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of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several unit operations in fluid mechanics, heat 
transfer, separation techniques, reaction engineering and process control are taught through the 
experiments.

CEN2026 재료공학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구조, 물성 및 그 상관관계에 대한 기본이론과 각 재료
의 응용원리 및 그 응용분야를 학습함으로써 재료공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tructures, the properties and their relationship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metals, ceramics and polymers utilized in many industries. The lecture contents include not 
only basic theories for the structures and the properties of those materials but principles and 
examples of their applications in man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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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in is one of three basic bio-molecules that constitute an organism. The structure, function, 
and catalytic action of protein are to be studied, and this provides the basic understandings for 
the following advanced classes.

CEN2028 응용미생물학 Applied Microbiology

오늘날 바이오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생물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지식을 다룬다. 본 교과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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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concerned with fundamental and applied knowledge on microorganisms, which are 
playing a key role in bioindustry these days. This class deals with not only microbiology such as 
microbial cell structure and function, microbial nutrition and growth, microbial metabolism, and 
microbial genetics, but also engineering principles such as industrial microorganisms, fermentation 
media, fermentation systems, and downstream processing. In addition,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of microorganisms to food, pharmaceutical, fuel, material, and environment fields are 
illustrated.

CEN2029 분자생명공학 Molecular Biotechnology

재조합 DNA의 원리 와 응용은 과학적 원리하에 널리 적용되는 산업,농업,약학,생의학적 재조합 DNA 기술을 
다룬다.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Recombinant DNA covers both the underlying scientific principles and 
the wide-ranging industrial, agricultural,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pplications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CEN2030 공업유기화학1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1

(감성소재 및 공정트랙)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특성과 화학반응, 반응의 기초이론, 이성질체론, 형태론, 기하
이성과 광학이성 등 입체화학, 치환반응 등의 반응 메카니즘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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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for engineers from various fields. the scope and basic concepts of 
biotechnology are handled and also the history,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direction will be 
discussed. the course will deal with basic knowledge about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CEN2031 공업유기화학2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2

｢공업유기화학1｣의 계속되는 과목으로 유기화학물의 합성, 반응, 특성 및 각 작용기의 반응, 분광학적 방법에 
의한 유기화합물에 구조 결정의 기초 등을 다룬다.

Contents were extend from the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details of syntheses, chemical 
properties and reactions of various organics compounds, spectroscopic measurements of structures 
of orga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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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nd chemical structures and the polymeric properties are 
discussed. Polymeric properties include mechanical and thermodynamic properties. Much 
conCENtration is given to transition temperatures.

CEN4037 공정열역학 Basic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열역학의 기본적인 제1, 제2, 제3법칙을 중심으로 자연계 변화에 대한 원리 및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의 화학
공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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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ncerns applications of thermodynamics law to chemical engineering. There will be 
study of thermo-characteristics of fluids, expansions, compression and refrigerations, phase 
equilibrium, chemical equilibrium, and thermodynamical analysis of chem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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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to operations for separating the components of mixtures. The driving force for transfer 
is a conCENtration difference. The tern mass-transfer operations include such techniques as 
distillation, gas absorption, dehumidification, adsorption, liquid, extraction, leaching, 
crystallization, membrane separ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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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pics to be discussed in this class are kinetics of homogeneous single reactions, ideal reactors 
(batch, stirred tank, and flow system), conversations and yield in  multiple reactions, design and 
optimization of reactors, non-ideal reactors”(the effects of residence, fine distribution and 
mixedness), heterogeneous nonanalytic reaction(gas-liquid, liquid-liquid, and solid-fluid system), 
heterogeneous catalytic reactions, and time dependent system (catalyst de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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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4042 생물소재공학 Biomaterial Engineering

생물 소재로써 생리활성을 가지는 물질의 작용기전,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한편 생물소재
의 분리, 정제종정과 이를 물질들의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Lecture covers biomaterials having special biological activitie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mechanism behind their biological activities and applications. The lecture also covers methods in 
purifications of diverse biomatrials from natural sources.

CEN4043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도를 위한 생물공학의 입문과정으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포함한 미생물, 동물, 식물의 세포구조
와 활동을 취급하고 생물체의 대사과정과 물질전달현상을 다루며 기초적인 생화학과 산업미생물학을 기초로 
한 생물공학산업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s for chemical engineers in their junior or senior year. The basic concepts of 
biotechnology and biochemical engineering will be handle. History of the bioindustry field is taught. 
With a sound background in biochemistry and microbiology, the kinetics and practical methods in 
fermentation and cell culture are handle, and production and recovery process of bioproduct will 
be dealt with. Emphasis will be given to the designing of bioprocess all through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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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unit operations in heat transfer process are handled. The basic  concepts of conduction, 
convention, and radiation heat transfer are discussed. Basic design equations for heat transfer 
equipment including heat exchanger and evaporator will also be de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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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search, technology and manufacture countless process are encountered which fall squarely 
within the scope of colloid and surface chemistry. First, a broad description of the scope of colloid 
and surface chemistry and kinds of variables with which they deal are presented with some 
illustrative examples. Preparation, characterization, and stability of colloids (emulsions, aerosols, 
and other multiphase dispersions) and techniques for determining particle size, shape, orientation, 
and charge of particle are introduced. Next, thermodynamics of interfacial tension and adsorption, 
and interparticle forces (electrical double layer, vander Weals attraction, and kinetics of 
coagulation) which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interfacial phenomena are briefly presented. 
Finally, different specific phenomena related to colloid and surface chemistry such as capillary and 
wetting phenomena, adsorption, electrophoresis and other electrokinetic phenomena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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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explores the applications of thermodynamics law as they affect chemical engineering. 
Topics are thermo-characteristics of fluids, expansion, compression and refrigerations, phase 
equilibrium, chemical equilibrium; thermodynamical analysis of chemical processes; the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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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and mathematics of properties; multicomponent systems and multicomponent phase 
equilibrium in chemically reacting systems; hetrogemeous equilibrium; Gibbs phase rule, and 
electro chemical process.

CEN4050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in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유체의 유동 특성을 이해한 후 각종 유체전달 장치에 적용하여 각 장치에서 압력, 에너
지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며, 유속, 속도분포 등을 예측하도록 하여 유체전달에 관한 제반 문제를 이해 
및 해결하도록 한다.

This course discusses Newtonian and non-Newtonian, laminar and turbulent flow, and drag force 
followed by makings mass, energy and momentum balances. Various methods to solve several 
problems in fluid mechanics using balance equations will be introduced and practiced.

CEN4051 화학공정제어 Chemical Process Control

화학공정의 자동화에 필수적인 제어이론들을 취급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공정계의 동특성해석 및 공정요서의 
분석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각종 공정제어 장치들의 특성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 조사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실제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The topics of this course include linear and nonlinear system theory applied to automatic control 
of processes. Students investigate mathematical modeling for process control, linearization of 
nonlinear systems, dynamic, response of controlled systems, mechanisms of control elements and 
st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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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
정을 대상으로 공정해석과 전산모사를 수행함으로써 화학공정에의 컴퓨터 응용에 관한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Selected topics are the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methods and computing technology to the 
design and analysis of chemical process. The topics covered here include degree of freedom analysis, 
process flow sheeting systems, material and energy balances in process flow sheets and process 
synthesis methodology. The use of existing computer implementations is included.

CEN4054 전자정보소재공학 Electronic Information Display Materials 

전자 정보 디바이스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재료 및 기본원리와 응
용에 대해서 학습한다.

Understanding of principles of electric information devices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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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ion on the principles of transport phenomena. Students will conduct experiments in mass 
transports in mass transport, process control operations and reactions.

CEN4056 화공생물공학 종합설계1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1

화공생물공학의 모든 분양에 걸친 종합설계적인 문제들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Students are given assignments to solve all-around process designing problems of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area with making 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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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4057 화공생물공학 종합설계2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2

(감성소재 및 공정트랙)
화공생물공학의 모든 분양에 걸친 종합설계적인 문제들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Students are given assignments to solve all-around process designing problems of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area with making a team.

CEN4063 디스플레이소재공학 Display Materials Engineering 

최근 전자정보 디스플레이 소자로서 널리 활용되고 잇는 LCD, PDP, LED, OLED 관련 기본원리 및 소재에 
대해서 강론한다.

The course covers materials for electronic information display devices that are applicable to LCD, 
PDP, LED, OLED and other device. Especially focused on operating principles, materials, and 
current technic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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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lecture, the lecture and practice for instrumental analysis is carried for materials applicable 
to foods, medicines, cosmetics, electronics and energy device. Especially focused on thermal 
properties, rheological properties and surface properties in various materials.

CEN4065 촉매반응공학 Catalytic Reaction Engineering

>현대 화학산업의 제품생산공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비등온 반응기와 촉매반응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
리를 다루고 반응기 설계에 대한 기본 이론과 응용지식을 강론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opics in the reactor design related to nonisothermal reactions and 
heterogeneous catalysis. The class includes lectures on the basic theories in the kinetics and reactor 
design principles of nonisothermal reactions, and the fundamental concepts in heterogeneous 
catalysts, catalytic reaction and reactor design.

CEN4066 화공세미나 Chemical Engineering Seminar

3.4학년을 대상으로 학과 전공 분야를 각 실험실의 연구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외부인사 초청 세미나를 
통해 취업과 진학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함.

With 3.4 grades each academic field of study easy to understand information about the lab’s 
research, and invited external personnel through seminars on employment and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be grown jidoham learning

CEN4068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1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Lab-Unit Operation 1

유체이동, 열이동, 물질전달, 기계적 분리조작, 반응공학 및 공정제어 등 화학공학에 적용되는 여러 조작의 
원리와 장치를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This course explores the following topics: Investigation into the principles of transport phenomena; 
Experiments on mass transport, process control operation and reactions.

CEN4069 화공생물공학단위조작실험2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Lab-Unit Operation 2

유체이동, 열이동, 물질전달, 기계적 분리조작, 반응공학 및 공정제어 등 화학공학에 적용되는 여러 조작의 
원리와 장치를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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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xplores the following topics: Investigation into the principles of transport phenomena; 
Experiments on mass transport, process control operation and reactions.

CEN4070 의약품정제공학 Downstream processing for pharmaceuticals

생물화학공학의 기본개념과 분리정제의 기본원리를 접목시켜 단백질 등과 같은 유용한 생물 물질들을 효율적
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Downstream processing is the recovery and purification of bioproducts, particularly 
pharmaceuticals such as antibiotics and therapeutic proteins, and includes the recycling of 
salvageable components and the proper treatment and disposal of waste. Principles and unit 
operations of separation techniques including CENtrifugation, membrane separation, extraction, 
and chromatography will be covered through lecture, discussion sessions, and team-bas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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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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과 종합적인 설계 능력 및 실용적인 응용 능력을 갖추

게 된다. 기계시스템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

응할 수 있는 공학도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정

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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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패키지

를 활용하여 기계요소 및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

력을 배양토록 한다.

(5) 팀별 과제 수행으로 협동과 분담, 프레젠테이션

의 경험을 쌓아 졸업 후 관련 산업분야에서 적응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지향한다.

(6)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지향

한다.

 학과(전공) 소개

1992.01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로 신설됨. 

1993.03  산업기술대학원 기계공학 전공 신설 

1995.11  대학원(일반)석사과정 신설 

1999.11  대학원(일반)박사과정 신설 

2000.01  한국공학교육인증제도(ABEEK) 인증대비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발족, 외부 자문

위원 위촉 

2001. -  국내 기계공학 프로그램 최초로 ABEEK 

인증 

2004.09  기계공학과 대교협평가 “우수”판정 

2009.03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로 학과명 개칭 

2012.03  친환경전력기기트랙 개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선택과 집중 및 융합을 위해서 학과명이 기계로봇에

너지 공학과로 바뀌었지만,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Mechanical, Robotics and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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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기계공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계공학

은 에너지의 변환과 전달, 기계의 설계와 생산에 관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이의 실용화를 다루는 학문으

로 공학의 모든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기계

공학은 공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계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접학문 및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을 공급해 왔다. 

특히 국내산업 근간을 이루어 온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과 현대산업의 중추를 이루어 나갈 반도체, 로

봇, IT 및 NT산업,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모두가 

기계의 설계, 제작 및 제어 기술의 기반 위에 가능한 

산업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더 나은 삶과 풍요

로움은 기계공학과 기계 산업의 발전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기계공학은 더욱 번영된 미래 세계를 개척하

기 위해 도전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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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기계공학은 현대 산업의 기반이며 미래에는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기술을 통해 편리하고 건강한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인간 본위의 학문

이다. 기계공학은 공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계 

관련 지식을 전수 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진로 및 취업분야

199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14년에는 교내 

취업률 1위로 현재 많은 기업체에서의 취업의뢰를 받

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국내 및 국외 대학원진

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사장교 및 병역특례업체 등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 학사과정을 성공적으

로 이수한 학생의 진출가능분야로는 자동차, 항공기, 

중공업, 에너지(발전), 제조, 건설, 의공학, 가전분

야, 전자산업 등 사회전반에 걸친 기업을 포함하며, 

연구소 및 이공분야의 병역특례업체도 해당된다. 또

한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디자인 등의 수요가 있는 

분야와 CAD/CAM 및 기계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

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좋은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계 및 전자, 전산, 제어 등의 분야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리게 됨에 따라 단순한 기계분

야 외에 전자, 전산 등의 분야로도 진출 기회가 확대

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정보화와 더불어 미래형 자동

차, 환경·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메카

트로닉스 및 로봇공학, 첨단 의·공학 등이 국가성장 

동력의 주력분야로 떠오르면서 그 핵심에 있는 기계

공학이 중요한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기계

공학도는 현대산업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첨병역할

을 맡게 될 것이다. 특히 학과명이 기계로봇에너지 

공학과로 바뀌면서, 위에 열거한 다양한 기계 관련 

산업 분야 중에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 분야인 설계 

및 생산, 로봇 산업, 그리고 에너지 및 환경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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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고 봉 환
전 공 분 야 제어 및 자동화
세부연구분야 동적 시스템 해석 및 구조물 결함탐지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다트머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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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문 규
전 공 분 야 동역학, 진동 및 제어
세부연구분야 진동제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동역학 진동 및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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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흥 수
전 공 분 야 항공공학
세부연구분야 지능재료 및 지능구조물
학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학과 항공우주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 항공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아리조나주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항공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동역학 특화설계 트랙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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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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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기구학 센서 및 계측 트랙별설계프로젝트

대 표 논 문
Modeling of Polymer Ablation with Excimer Lasers
Development of a Simulation Program for Virtual Laser Machining
Effects of Multiple Reflections of Polarized Beam in Laser Gro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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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기 홍
전 공 분 야 열전달 및 응용 
세부연구분야 열전달 및 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아이오와대학교 기계공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아이오와대학교 기계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열전달 HVAC & R 에너지변환공학 수치해석및 실습

대 표 논 문
Development of the zone method for linearly-anisotropically scattering medium 
Effects of radiative and conductive transfer on thermal ignition 
Radiant cooling of an enclosure

성 관 제
전 공 분 야 유체공학
세부연구분야 다공성물질내 유동 및 열-물질전단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Stanford 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Intro to Engineering 기계전산입문 유체역학 응용열유체공학
대 표 저 서 기계공학입문(교보문고)

대 표 논 문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hydrate pellet surface during regasification. Proc. 7th Intl’ 
Conf. on Gas Hydrates(ICGH 2011)
열수 주입법에 의한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 펠릿의 해리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35권 11호(2011)
볼밀을 이용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성의 전환율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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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응용공학 기계공학실험1
대 표 저 서 기계계측공학 -이론과 설계- 3판, 시그마 프레스

대 표 논 문

“Kinetic inhibitor effect on methane/propane ...”, J. Crystal Growth,2008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제조장치 및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제조방법”, “천연가스 재기화장치”, 국제특
허 PCT/KR2010/5596, PCT/KR2010/5598
“교대식 가스순환방법에 의한 하이드레이트 제조장치”, 국내특허10-0931369

이 상 용
전 공 분 야 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통계열역학, 반응공학, MD simulation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피츠버그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열역학 연소와연료전지 기계공학실험2

대 표 논 문

Sangyong Lee, Junshe Zhang, Raxit Mehta, T-K Woo, and Jae W. Lee, “Methane Hydrate 
Equilibrium and Formation Kinetics in the Presence of an Anionic Surfactant”,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111, 4734-4739,2007.
S.-Y. Lee, Prasad Yedlapalli, and Jae W. Lee, “Excess Gibbs Potential Model for Multi-Component 
Hydrogen Hydrates”,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110,2332-2337,2006.
S.-Y. Lee, C. Tsouris, O. West, L. Liang, and D. Riestenberg, “Ocean Carbon Sequestration by 
Using Negatively Buoyancy Gas Hydrate.”, EnvironmentalScience & Technology, Vol37, 3701-3708, 
2003.



531기계로봇에너지공학

08

공
과
대
학

이 호 용
전 공 분 야 고체역학
세부연구분야 소성가공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간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고체역학 응용재료역학 제조공학실습 제조공학

대 표 저 서
제조공학, 반도출판사
창의적 공학설계, 시그마프레스

대 표 논 문

“Rigid-plastic and Elastic-p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on Clinching Joint Process of Thin Metal 
Sheets”,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16, No.2, 2010, pp.339-347
“Forming Load Characteristics in Combined Extrusion Process”, Steel Research International, 
Vol.81, No.9, 2010, pp.394-397
“Forming Characteristics for the Bundle Extrusion of Cu-Ti Bimetal Wires”, Transactions of. Material 
Processing, Vol.18, No.4, 2009, pp.342-346

임 중 연
전 공 분 야 설계 & 재료
세부연구분야 설계 & 재료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기계공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기계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재료학 신소재특론 트랙별 설계프로젝트 기계제도

대 표 저 서
2005. 08 / Energy and Environment / 녹문당
2002. 03 / 공학경제 / 교우사
1998. 02 / Manufacturing engineering / 반도출판사

대 표 논 문

“Effect of Silane Treatment on Mechanical Properties of Basalt Fiber/Polylactic Acid Ecofriendly 
Composites”, Polymer-Plastics Technology and Engineering, Vol.52, No.2013.1, pp97~100 
“A Study on the Effect of Plasma Treatment for Waste Wood Biocomposites”, 
Journal of Nanomaterials, Vol.1, No.2013.7, pp1~6
“플라즈마 코팅 장치 및 방법” 국내 특허 10-2011-0050883

이 승 준
전 공 분 야 나노/마이크로 미케닉스
세부연구분야 나노/마이크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창의적공학설계및실습 동역학

대 표 논 문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the traction-separation responses at the interface between 
PVDF binder and graphite in the electrode of Li-ion batterie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161, No.9, 2014, A1218-A1223.
“Controlling the number of graphene sheets exfoliated from graphite by designed normal loading 
and frictional motion”,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116, 2014, 024313.
“The switching of rotaxane-based motors”, Nanotechnology, Vol.22, 2011, 205501.



532 2015 Course Catalog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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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2 전필
MEC2001 기계제도 2 0 4 기초 2 1 전필
MEC2013 고체역학 3 3 0 기초 2 영어 1 전필
MEC2018 열역학 3 3 0 기초 2 영어 1 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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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2032 기계공학실험1 2 0 4 기초 2 2 전필
MEC2011 기구학 3 3 0 기초 2 영어 2
MEC2031 응용재료역학 3 3 0 기초 2 영어 2

MEC2033 친환경전력기기공학개론 3 3 0 기초 2 2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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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4066 센서및계측 3 3 0 전문 3 영어 1
MEC4079 응용열유체공학 3 3 0 전문 3 영어 1
MEC4030 제조공학실습 2 0 4 전문 3 1
MEC4065 특화설계 3 2 2 전문 3 영어 2 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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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4029 제조공학 3 3 0 전문 3 2
MEC4038 CAD/CAM 3 1 4 전문 3 2

MEC4080 트랙별 설계프로젝트 4 1 6 전문 4 영어 1, 2
전필

팀티칭,
매학기개설

MEC4072 에너지변환공학 3 3 0 전문 4 영어 1
MEC4073 로봇 동역학 3 3 0 전문 4 영어 1
MEC4081 기계공학실험2 2 0 4 전문 4 1
MEC4042 CAE 3 3 0 전문 4 1
MEC4032 진동및소음 3 3 　 전문 4 영어 2
MEC4076 신재생에너지 3 3 0 전문 4 2
MEC4077 신소재특론 3 3 0 전문 4 2

MEC4082 친환경전력기기전기설계공학 3 3 0 전문 3 1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MEC4083 전력기기시험및평가 3 3 0 전문 3 2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MEC4084 전력기기시뮬레이션 3 3 0 전문 4 1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현장실습 3 0 6 전문 3-4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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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소재 및 설계

기계전산입문
창의적공학설계

고체역학
재료학 
열역학
기계제도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공학실험1
응용재료역학 

➡

CAD/CAM
기계공학실험2

기계설계
센서 및 계측
제조공학

제조공학실습
특화설계
CAE 

신소재특론 
트랙별설계프로젝트

에너지

기계전산입문
창의적공학설계

고체역학
열역학
기계제도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공학실험1

➡

에너지응용공학
응용열유체공학
HVAC & R

연소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변환공학
기계공학실험2

기계설계
열전달

센서 및 계측
특화설계

트랙별설계프로젝트

로봇

기계전산입문
창의적공학설계

고체역학
열역학
기계제도
유체역학
동역학
기구학

로봇공학입문 
기계공학실험1

➡

로봇동역학 
로봇지능제어 
진동및소음

로봇프로그래밍 
기계공학실험2

기계설계
센서 및 계측
특화설계

트랙별설계프로젝트

친환경전력기기 
기계설계트랙

기계전산입문
창의적공학설계

고체역학
열역학
기계제도

친환경전력기기공학 개론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공학실험1

➡

친환경전력기기전기설계공학
전력기기 시험 및 평가
전력기기 시뮬레이션

CAD/CAM
신재생에너지 
기계설계
열전달
특화설계

트랙별설계프로젝트

전자전기공학부:
회로이론 1 및 2

전자기학1
전력공학1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전자전기공학부 ENE2014 친환경전력기기공학 개론 3
전자전기공학부 ENE4051 친환경전력기기기계설계공학 3
전자전기공학부 ENE4053 전력기기 시험 및 평가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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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MEC2020 창의적공학설계및실습 Creative Engineering Design and Practice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공학설계 과정을 소개하고 공학설계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또한 공학
도의 직업관, 윤리의식과 평생교육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is concerned with the engineering design procedure and the study of effects of the 
engineering design on modern technical society. Also, this course provides the opportunity of 
conceiving the job prospective, ethics and continuou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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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접근방법을 연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wofold. First, introduce the language and features of MATLAB as 
an analyzing tool and second, introduce and reinforce the problem solving methodology as practiced 
by engineers. 

MEC2001 기계제도 MEChanical Engineering Drawing  

기계공학도의 기본언어인 기계제도의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다. AutoCAD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원칙
에 따라 다양한 도면을 작성해보며, 작성된 도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Understanding and analyzing drawings are main issue in this course and students perform actual 
drawings. Projection method, dimensioning, part drawing, working drawing are introduced and 
AutoCAD projects using computers are also performed.

MEC2013 고체역학 MEChanics of Solids

힘과 모멘트의 개념과 정역학에 대하여 공부한다. 고체역학의 기본원리인 평형조건, 기하학적 적합조건, 응
력-변형률의 관계 등을 공부하여 구조해석 등에 응용한다.

The concept of force/moment and statics are studied as the basis for solid MEChanics. This course 
is to study fundamental theory of MEChanics of solids such as equilibrium equation, geometric 
compatibility, stress-strain relationship which can be applied on analysis of structure.

MEC2018 열역학 Engineering Thermodynamics

기계분야 기본역학 중 하나이며 전공필수 교과목이다. 에너지/열/일과 순수물질의 성질 사이의 관계를 이용
하여 시스템에 열역학 제 1, 2 법칙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확장하여 
에너지 분야의 실제 문제해결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훈련된다.

Engineering thermodynamics is one of fundamental courses in MEChanical Engineering, which 
provid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s in thermo-fluid area including characteristics 
of pure substances, heat and work, laws of thermodynamics, internal energy, enthalpy, entropy. 
Students are prepared with the ability to systematically apply the basic concepts to the solution 
of prac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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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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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history and trend of industrial and intelligent service robots in conjunction with 
state-of-the-art human-robot interface. Introduce key ftatonjuman-industrial robots for 
automation and unmanned applications 

MEC2028 재료학 Fundamentals of Engineering Materials

본 교과목에서는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기초를 공부한다. 실제 생활에서 재난은 잘못된 재료의 선택에 기인하
는 경우가 많으며, 현명한 재료의 선택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This course is introductory course of material engineering. Disasters in real world often caused by 
the misselection of materials. Also, clever use of materials can lead to innovation in certain 
applications.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for student to learn how to select proper materials 
which can best fits in the design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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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properties of fluids as an incompressible continuum 
and apply Euler’s method of analysis to several types of internal and external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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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s is the study on the motion of MEChanical system. This course deals with the dynamic 
modeling method for the dynamic analysis of such MEChanical system. To this end, we study 
kinematics and kinetics of a particle and rigid body.

MEC2032 기계공학실험1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1

실험교육을 통해 기본 역학과목에서 학습한 기계공학의 주요 원리들을 확인하는 전공필수 실험교과목이다. 
열유체, 진동 및 재료 분야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센서를 사용하는 법과 컴퓨터를 통한 자료
처리/분석 과정을 익힌다. 또, 실험결과를 이론에 의한 예측과 비교하고 논의와 함께 문서형태로 작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1 is a requires subject for sophomore students. By performing 
specified thermo fluid, vibration and material based experiments, students confirm the knowledge 
obtained through theoretical education. Experimental data are analyzed focused on difference 
betwee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nd technical reports are made. 

MEC2011 기구학 Kinetics

기계부품의 상대운동, 즉 변위, 속도, 가속도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기구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계부
품의 운동해석과 MEChanism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inematics is the study of the geometry of motion and the base of the design of MEChanisms and 
machinery. Kinematic analysis involves determination of position, displacement, rotation, speed, 
velocity, and accelera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design project of simple 
MEChanism as a team, where they learn how to use the knowledge and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members in the sam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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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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 principles of MEChanics of materials are applied to analyze the stress and strain for 
shaft, beam and column. Energy methods are studied for analyzing impact loading.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apply for the design of machine components and 
structures.

MEC2033 친환경전력기기공학 개론 Introduction of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Engineering

본 교과는 친환경전력기기의 원리와 특성 등을 다룬다. 또한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원의 발전기술
을 소개하며,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전지 발전 시스템 그리고 대체에너지 응용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related 
industry. And this course introduces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photovoltaic, fuel 
cells, and covers introduc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electricity storage and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ies.

MEC4032 진동 및 소음 Vibrations and Noise

진동 및 소음은 기계시스템의 진동 원인과 진동특성해석 및 방진설계, 소음 측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본 강좌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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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ary theories of MEChanical vibration, analysis of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machines are 
studied. Vibration suppression design for improving machine’s endurance and safety are also 
covered.

MEC4048 열전달  Heat Transfer  

시스템에 전달된 열에 의한 온도 변화와 분포, 단위시간/면적당 전달되는 열량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전
도, 대류 및 복사열전달 현상과 기본법칙들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Discuss about finding temperature change or distribution due to heat transfer or finding the heat 
flux and rate. Build ability to applying the basic laws of the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after understanding the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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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 fundamental concepts for machine design as a MEChanical engineers in terms of analyzing 
MEChanical components and integrating elements of MEChanical systems to fulfill industrial needs.

MEC4061 에너지응용공학 Applied Energy Engineering

열역학의 심화과목으로 각종 동력 및 냉동 사이클을 이해하고 실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다룬다. 또, 엑서지
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사이클의 성능해석을 배우며 열교환기 설계를 프로젝트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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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tension of Engineering thermodynamics, which provides a general understanding of power and 
refrigeration cycles with emphases on application of energy analysis of cycle performances. 
Students are also involved in hands on design project regarding heat exchanger.

MEC4062 로봇프로그래밍 Robot Programming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의 운용을 위한 기초적인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 운
용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실습을 통해 학습하며 로봇의 입출력 인터페이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discusses fundamental programming techniques for industrial and service robots. 
Especially, the programming technique will be discussed by using a microprocessor and 
input-output interfacing of the robot will be also studied.

MEC4066 센서및계측 Sensor and Measurements

각종 센서와 계측의 기본 이론을 소개한다. 각종 계측시스템의 구성 및 측정원리, 오차 해석과 데이터 처리에 
대해 공부하고, 컴퓨터 응용 계측에 대하여 소개한다.

Basic theories of sensors and measurements are introduced. Students learn about theories of error 
analysis and data processing theory The application of sensors and actuators to the control of rpbot 
systems is also introduced. The application of LabVIEW packages is also discussed.

MEC4079 응용열유체공학 Measurements

본 과목에서는 열역학과 유체역학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펌프, 압축기 및 수력터빈을 포함함 유체기계, 가스
터빈엔진, 전산유체역학과 같은 열유체공학의 응용분야에 대해 공부한다. 유체기계 및 가스터빈엔진은 작동
원리와 운전조건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전산유체역학은 기초이론을 공부한 후 
실습을 수행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apply the principles of thermodynamics and fluid MEChanics to 
turbomahinery, gas turbine engines and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Operating condition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urbomachineries and gas turbines will be discussed and 
following introduction to basic theory of CFD, practice problems will be solved. 

MEC4030 제조공학실습 Manufacturing Processes Practice

선반과 밀링머신, 아크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부품을 직접 제작하고 V-MECH와 V-CNC 등의 상용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여 공압제어와 CNC 가공 등을 실습한다. 담금질과 풀림 등의 열처리 결과를 인장시험과 경도시험
을 통하여 비교 검토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and practices the machine tools such as turning, milling, welding and 
CNC machines. The hardness and impact test are conducted for heat treated specimens. The casting 
and metal forming processes are simulated by using commercial software.

MEC4065 특화설계 Special Design

트랙별설계프로젝트의 선수과목으로써 종합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팀별 자료
조사 및 설계계획 발표의 기회를 가진다.

This course is a prerequisite for capstone design track-project. Students have chance to learn and 
practice various design methods and presentation skills as a team player. 

MEC4067 HVAC&R  HVAC & R

 냉 난방, 습도조절, 공기의 질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습공기의 성질, 냉난 방 부하계산, 냉난방 시스템, 환기
처리, 공조용 히트펌프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간단한 공조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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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bout the way of heating, cooling, humidity, and IAQ control. The topics are psychrometric 
chart, cooling and heating load calculation, HVAC system, ventilation, and heat pump. Develop an 
ability to do analysis and design a simple HVAC system. 

MEC4068 연소와 연료전지 Combustion and Fuel Cell

연료의 종류 및 특징과 연소의 기본 이론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매스의 연소과정과 차량용 내연기
관 및 연료전지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구체적으로는 흡기 및 배기, 냉각 
및 환경문제 등이 포함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fuels and combustion, fundamental feature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fuel cell fel vehicles are learned together with hybrid cars. Detailed subjects also include 
intake, exhaust and cool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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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e the governing factors of automatic controller on robot systems. The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linear model, feedback control, designing PID controller to understand MEChanism, 
dynamics, trajectory planning of robots for lab practice. 

MEC4029 제조공학  Manufacturing Engineering

제조공학의 기초로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 금속의 구조와 가공특성, 표면 트라이볼로지를 공부한다. 주조, 
부피성형, 판재성형, 절삭가공, 연삭가공, 강화플라스틱의 가공법 및 분말 금속의 가공법 등의 다양한 제조공
정에 대하여 공부한다. 상용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한 모델링 과정을 익히고 설계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is to study fundamental manufacturing processes such as casting, bulk forming, 
sheet-metal forming, and material removal processes. The Rapid prototyping system, special 
machining, engineering plastics and Power metallurgy are included as advanced topics. 

MEC4038 CAD/CAM CAD/CAM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와 제작에 기본원리와 응용을 배운다. 3차원 CAD, 형상모델링, 수치제어가공 등을 다룬
다. 상용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한 모델링 과정을 익히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설계 능력을 기른다. 

Fundament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computer-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are studied. 
Computer-aided drafting, solid modeling, numerical control machining are topics in this course. 
Students are encouraged to have an experience in modeling through team project.

MEC4080 트랙별설계프로젝트  Capstone Design Track-Project

본 과목은 4학년만 수강할 수 있으며, 각 트랙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설계문제를 대상으로 4년간 배운 
기계공학의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 및 제작능력을 배양한다. 수강하는 학생은 제품형태의 시작품을 제출
하고 설계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of problem-solving techniques of real product design and experience 
working in teams to carry out their own project for pract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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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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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about generating power using fossil, nuclear, and solar energy sources. Topics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energy sources, fossil fuel combustion and furnaces, boilers and steam 
generators, co 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 solar thermal applications, and photo voltaic power 
generation.

MEC4073 로봇동역학 Robot Dynamics

로봇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소 3축 이상의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동역학적 지식
을 배운다. 로봇의 구동 시스템과 연계된 링크와 조인트부의 역학적 해석을 통해서 로봇 구동을 위한 기본지
식을 습득한다.

Based on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3-axis robot system, the course deals with skills for 
dynamics of robot arms including robot actuators connected to various types of links and joints.

MEC4081 기계공학실험2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2

실험교육을 통해 이론교육에서 학습한 기계공학 실용분야에 적용과정을 확인하는 전공선택 실험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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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2 is an elective subject for senior students. After performing 
series of experiments, experimental data are analyzed focused on difference betwee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nd technical reports are made. 

MEC4042 CAE CAE

본 교과목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기계설계분야의 해석과정을 다룬다. 유한요소법의 기본 개념을 간
단히 소개하고 상용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활용법을 익혀 효과적인 설계를 돕는 해석방법을 익힌다.

Commercial software packages are used to perform analysis and increase design capabilities in the 
fields of both heat transfer/fluid MEChanics and structure analysis/vibra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have experience in how to use them rather than the theory itself.

MEC4076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안을 다룬다. 강의내용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신에
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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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pplication course in energy track. Treated subjects include environmental and energy problems 
such as the running out of fossil fuels and global warming. Also, general features of new (fuel cell, 
neclear, and co-generation) and renewable energy (solar, wind, bio, hydro, tadal, wave and 
geothermal energy) a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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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응용분야에 대하
여 소개한다.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dvanced materials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various engineering field such as aerospace, automobile and construction industry. Basic theory for 
new materials is studied and green materials, bio/nano materials are presented and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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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4082 친환경전력기기전기설계공학 Electrical Design Engineering for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친환경 전력기기 시스템의 전기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기공학에 대하여 강의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in MEChanical engineering, and introduce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study electrical engineering.

MEC4083 전력기기 시험 및 평가 Test and Evaluation for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친환경 전력기기에 대한 국제 규격에 의한 시험법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습득함으로서 전력기기의 특성을 
숙지하고, 친환경 전력기기의 인증 등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after the students learn Flux 2D and PSIM etc., which are simulation tools based 
on computer for electrical machine for Eco-friendly electric machine related industry analysis and 
design, and get simulation skills and analysis capabilities, they will become skilled at the electrical 
machine system design using computer programs by acquiring the capabilities that they can analyze 
and design the power systems for themselves.

MEC4084 전력기기 시뮬레이션 Power Electric Machine Simulation

전력기기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해 FLUX, COMSOL 및 PSIM 등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고 해석 
능력을 습득 한 후, 학생들이 직접 디양한 형상의 전력기기 부품들을 모델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하도록 한다.

In order to enhance the ability to analyse and design power electric machines, students will learn 
commercial S/W including FLUX, COMSOL and PSIM and apply the acquired simulation skills to 
specific components of power electric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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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에서는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를 배양

시키는 교육체제를 지향하며, 근본 원리에 충실한 교

육, 다양한 실험과 실무훈련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건축 엔지니어와 건설관리자를 배양한다. 또한, 

건축구조, 건축시공·건설관리, 건축환경·설비 교

육을 중심으로 시공 엔지니어, 건설관리자, 건설관련 

연구원, 건축구조 엔지니어, 건축환경 전문가 및 건

축설비 엔지니어 등 매우 다양한 전문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건축공학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생이 건설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건축공학 기본소양, 전

공기반, 실무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건축공학

전공의 교육목표이다. 

이에 따라, 건축공학 프로그램의 목표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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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

자의 배양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축 엔지니어와 건설관리

자의 배양을 위해 건축공학 엔지니어의 기본소

양을 갖추도록 한다.

  3) 산업 지향적 실무위주의 교육

산업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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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소개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는 현재 건축 엔지니어링 분

야인 건축공학전공과 설계/디자인 분야를 전공하는 

건축학전공으로 구분되어 하나의 학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건축공학전공의 경우 건축시공, 건축재

료, 건축구조, 건축환경 등 세부 전공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건설 엔지니어를 배출하여 

왔으며 주로 건설회사에서 시공과 관련된 실무를 담

당하거나 구조설계사무소, 환경엔지니어링 업체 등

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능한 건설엔지니어들을 

배출하여 왔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대

응하여 전임교수 5명은 건설관련 고도화된 첨단 학문

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

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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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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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공, 유지관리의 학문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하드웨어(hardware) 측면의 생산기술과 소프트웨어

(software) 측면의 관리기술을 교육·연구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공헌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유의 건설환

경 하에서 국내 건축은 급속히 고층화,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구조 및 시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축적은 계속적으로 추진·발전되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 건축물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창출

을 위하여 건축 설비 기술이 고도화·첨단화되고 있

어, 종합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 환경요소, 시스

템 요소 등을 건축물과 접목시킴으로써 쾌적성과 효

율성을 높이고, 요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을 계획할 수 있는 창의력을 지닌 전문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분야는 그 넓이

만큼 깊이도 깊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가

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 교수진과 이에 적극 동

참하여 스스로 계발하려는 학생의 노력이 합쳐질 경

우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 및 특화된 기량을 확보하

여 발전적인 전문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건축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우선 건축기사, 건설안

전기사, 건축설비기사, 품질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경력을 쌓으면 관련 기술

사(시공, 품질, 안전, 구조, 설비 등) 자격증을 취득하

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회

사에 진출하여 건설현장의 다양한 관리업무(현장, 본

사, 발주자), 견적업무(공사비 산출), 부동산개발업

무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설계회사에 진출하여 건설관

리, 건축설비설계, 건축구조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

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 정부투자

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등과 같은 정부 관련기관에서 

입사하여 국가적인 건설기획, 건설정책, 건설제도, 

건설감독, 건설교육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

다. 그리고 스스로 연구능력을 발휘할 경우, 정부출

연 연구기관이나 건설업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

정을 이수할 경우 대학교에서 건축분야의 교육자로

서 일할 수도 있다. 

 교수 소개

유 승 룡
전 공 분 야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
세부연구분야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보-기둥 연결구조 및 합성구조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건축구조(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Florida PS콘크리트구조(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철골구조 건축공학설계

대 표 저 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핸드북,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철근 콘크리트 공학, 구미서관  

대 표 논 문
건축용 PC PS 역티형보와 직사각형보의 휨거동 비교, 한국콘크리트학회, 2001 (학술상수상) 
새로운 개량 더블티 슬래브의 제안, 설계 및 평가, 2008, 콘크리트 학회지
공동주택용프리캐스트콘크리트보-기둥연결부의거동분석, 2006, 콘크리트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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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섭
전 공 분 야 건축시공
세부연구분야 건축시공, 건설관리, 건축재료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건설시공및공법 건설법규및계약 기술보고서작성및발표

대 표 저 서
건설경영개론 (태림문화사 1996)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1999)
건축시공기술 (대한건축학회 2010)

대 표 논 문

Jae-Seob Lee and James E. Diekmann, “Delay analysis considering production rate”, Canadian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1)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동시공학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9)
학습효과와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공기지연 분석기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8)

최 종 수
전 공 분 야 건설사업관리, 건축시공 및 재료
세부연구분야 건설관리(CM), 건축시공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관리(CM)전공, Ph.D.

담 당 과 목 건설공정관리 건설관리 I 건설관리 II 건축공학설계 I, II

대 표 논 문

(2006) Jongsoo Choi and Donald Harmatuck, “Post-operating performance of Construction 
Mergers and Acquisi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ian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Volume 33, pp. 266-277.
(2005) Jongsoo Choi and Jeffery S. Russell, “Long-Term Entropy and Profitability Change of United 
States Public Construction Firm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ASCE, Volume 21, Issue 
1, pp. 17-26. 
(2014) Jongsoo Choi, “Effects of Contract Announcements on the Value of Construction Firm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ASCE, Volume 30, No. 1, pp. 86-96.

양 인 호
전 공 분 야 건축환경 및 설비
세부연구분야 건축설비 최적 설계, 건물에너지, 친환경 건물 설계, 건축설비 최적제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건축열환경공학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건물공기조화설비 건물급배수위생설비
대 표 저 서 양인호 외, 건축설비, (사)대한건축학회, 2010.3

대 표 논 문

In-Ho Yang, Eun-Ji Nam, Economic Analysis of the Daylight-linked Lighting Control System in 
Office Buildings, Solar Energy, 2010.8
Inho Yang, Yeonjung Na, Enji Nam, Life Cycle Cost Analysis of Air Conditioning Systems in a 
Perimeter Zone for a Variable Air Volume System in Office Buildings, JAABE,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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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관 순
전 공 분 야 구조
세부연구분야 구조해석, 구조최적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축공학전산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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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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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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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설계영역 개설학기
ARC2013 창의적공학설계 3 3 3 기초 학부1~2년 필수설계 1
ARC2022 건축공학기초설계 3 2 2.0 2 기초 학부1~2년 선택설계 2
ARC2015 재료역학 3 3 기초 학부1~2년 영어 1
ARC2017 건축구조 3 3 기초 학부1~2년 2
ARC2018 건설시공및공법1 3 3 1 기초 학부1~2년 선택설계 2
ARC2019 건축재료 3 3 기초 학부1~2년 2
ARC2020 건조역학1 3 3 기초 학부1~2년 영어 1
ARC2021 건조역학2 3 3 기초 학부1~2년 영어 2
ARC4035 건축구조재료실험 3 1 4.0 전문 학부3~4년 1
ARC4036 건설시공및공법2 3 3 전문 학부3~4년 1
ARC4037 설계도서및견적 3 2 2.0 전문 학부3~4년 1
ARC4038 건축열환경공학 3 3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1
ARC4039 건축공학전산응용 3 2 2.0 전문 학부3~4년 영어 2
ARC4041 철골구조 3 3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2
ARC4042 건설공정관리 3 3 2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2
ARC4043 건물공기조화설비 3 3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2
ARC4044 건축빛및음환경공학 3 3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2
ARC4046 건축구조해석 3 3 전문 학부3~4년 영어 1
ARC4048 건설관리1 3 3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1
ARC4049 건물급배수위생설비 3 3 1 전문 학부3~4년 선택설계 1
ARC4051 건설관리2 3 3 전문 학부3~4년 영어 2
ARC4055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3 3 1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1

ARC4054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3 3 2 전문 학부3~4년 영어 선택설계 2

ARC4056 건설계약및운영 3 3 전문 학부3~4년 영어 2
ARC4057 건축공학종합설계1 3 1 4.0 3 전문 학부3~4년 필수설계 1
ARC4058 건축공학종합설계2 3 1 4.0 3 전문 학부3~4년 필수설계 2

현장실습 3 0 6.0 전문 학부3~4 계절학기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건축시공 엔지니어, 
건설사업 관리자, 

건설공무원

창의적공학설계
건축공학기초설계
건설시공및공법 I

건축구조
재료역학
건축재료

➡

건설시공및공법 II
설계도서및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설계약및운영

건설관리 I
건설관리 II

건축공학종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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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기초설계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설시공및공법 I
건축재료
건조역학 I
건조역학 II

➡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철골구조

건축구조재료실험
건축구조해석

건축공학종합설계 I, II
건축공학전산응용

기초공학(토목)
유체역학(토목)

컴퓨터응용구조해석(토목)
PS콘크리트공학(토목)
토질역학 I (토목)
토질역학 II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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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건축설비 엔지니어

창의적공학설계
건축공학기초설계

건축구조
건설시공및공법 I

재료역학
건축재료

➡

건축열환경공학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건물공기조화설비
건물급배수위생설비
건축공학종합설계 I, II
건축공학전산응용

열역학 I (기계)
유체역학 I (기계)
열전달 I (기계)

공기조화및냉동공학 (기계)

입학년도 인정전공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설계학점 비고

2001

건축학

ARD202 건축도학 3 0

6과목
18학점

ARD252 건축계획 3 0

ARD2005 건축설계입문A 3 0

ARD4001 서양건축사 3 0

ARD303 건축구조설계 3 0

ARD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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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4035 건축설계기초A 3 0

ARD4001 서양건축사 3 0

ARD303 건축구조설계 3 0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0

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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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4035 건축설계기초A 3 0

ARD4001 서양건축사 3 0

ARD303 건축구조설계 3 0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0

ARD2017 건축기술1 3 0

ARD4011 20세기건축 3 0

ARD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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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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위의 전공 인정 타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지정표에서, 건축학 전공의 경우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건설환경공

학과의 경우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건축공학과내에 개설된 1학년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전공과목
건축학 건축공학

1학기 표현기법 창의적공학설계
2학기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공학기초설계

입학년도 인정전공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설계학점 비고

2005

건축학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4035 건축설계기초A 3 0
ARD2017 건축기술1 3 0
ARD2016 건축설계기초B 3 0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0
ARD2018 건축기술2 3 0
ARD351 20세기 건축 3 0
ARD4035 지속가능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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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2014 건축설계기초A 3 0
ARD2017 건축기술1 3 0
ARD2016 건축설계기초B 3 0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0
ARD2018 건축기술2 3 0
ARD351 20세기 건축 3 0
ARD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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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15 건축학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0

3과목
또는

9학점까지

ARD2014 건축설계기초A 3 0

ARD2017 건축기술1 3 0

ARD2016 건축설계기초B 3 0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0

ARD4033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3 0

ARD4035 지속가능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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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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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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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론에 따라 개인별 및 팀별 과제를 수행한다.

Course addresses such fundamental processes and techniques as creating idea, brainstorming, 
expression of idea, and decision making for engineering design. Themes focus upon the issues of 
construction engineering projects. There are individual and group assignments.

ARC2022 건축공학기초설계 Basic Design for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물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구조, 건물의 시공과정, 설비 시설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설계
를 통하여 건물을 이해한다. 

This subject provides basic knowledge of structural mechanics, construction methods and building 
services. In the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buildings through team project for basic 
ARChitectural design.

ARC2015 재료역학 Strength of Materials

이 강의에서는 건축구조부재의 형상과 재료에 의한 강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응력/변형도, 변
형/변위, 탄성, 비탄성, 변형에너지 등을 소개한다. 이러한 개념들의 학습을 통하여 구조물이나 역학적 시스
템의 전문적 해석 또는 설계능력을 키우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such as stresses/strain, deformations/displacements, 
elasticity/inelasticity, strain energy, and load―carrying capacity. These concepts will contribute to 
the constitution of professional knowledge required for analysis and design of various mechanical 
and structural systems.

ARC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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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에
서의 재료역학, 정역학, 탄성론 등에서 주안 시 되는 응력과 변형률에 관련한 것은 과감히 제외시킨다. 아울
러, 구조물을 해부하여 도시하는 자유물체도(Free-body Diagram)에 의한 해석에 그 주안점을 둠으로, 힘과 
변형에 관련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This lecture will emphasize the principles and analytical method of the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 based on the practical reinforced and steel framed building. The focus will be on force 
and displacement, which are the major analytical issues in the nonlinear member analysis as in the 
case of buildings with large members. However, stress and strain, which are critical in the linear 
small scale structure (as in the curriculum of material mechanics and elasticity in the area of 
mechanical engineering), will be excluded. The free-body diagram, which laysout the force and 
displacement of each element of the structures, will be examined closely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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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2021 건조역학2 Structural Mechanics 2 in Buildings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의 실재 건축구조물에서 기본이 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기본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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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과 변형을 도시하는 자유물체도(Free-body Diagram)에 
의한 해석에 그 주안점을 둠으로, 힘과 변형에 관련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강의 내용은 부정정 구조해석에 
중점하여 강의한다.

This lecture will emphasize the principles and analytical method of the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based on the practical reinforced and steel framed building. The focus will be on force 
and displacement, which are the major analytical issues in the nonlinear member analysis as in the 
case of buildings with large members. However, stress and strain, which are critical in the linear 
small scale structure (as in the curriculum of material mechanics and elasticity in the area of 
mechanical engineering), will be excluded. The free-body diagram, which lays out the force and 
displacement of each element of the structures, will be examined closely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opics.

비  고

강의방식은 오버헤드 스크린과 판서를 병행한다. 강의 내용과 과제물, 시험정답은 e-class
에 올릴 예정이며, 교재는 미국의 구조공학 교육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Alexander 
Chajes의 Structural Analysis를 주교재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국문과 영문 구조용어에 
익숙하도록 도모한다. 끝으로, 이 과목은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선수과목
은 건조역학1을 필요로 한다.

ARC4035 건축구조재료실험 Structural Engineering Laboratory

이 강의에서는 구조재료 및 부재의 역학적 성질을 알기 위해 각종 규격시험법, 시험기기의 조작, 측정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간단한 시험체, 모형실험을 통해 구조부재와 구조물의 거동 등을 분석 및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test methods of materia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chanical 
behaviors of structural members. Laboratory works with actual mechanical problems are organized 
to be able to help the students’ comprehension about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behavior of system.

ARC4036 건설시공및공법2 Construction Execution and Methods Ⅱ

건축물의 마감공사(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등)를 위한 각종 공법 및 품질관리 방안을 강의
한다. 또한 각 마감 공종별 공법 및 시공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강의한
다. 이러한 각 공종의 특성과 함께 마감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프로세스의 이해를 통하여 
마감 공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양토록 한다.

Provides a basic study of the application and quality control of construction execution and methods 
for the finishing work. Topics include masonry, waterproofing, plastering, flooring work and 
safety. Extensively contribute to the basic knowledge for the preparation of construction planning 
for the finishing work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construction process and methods.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건설시공 및 공법 I(ARC2018) ,건축재료(ARC2019)

ARC4037 설계도서 및 견적 Construction Documents and Estimation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이해, 이를 통한 공사물량 산출방법과 내역서 작성방법, 개산견적 및 상세견적 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Introduces quantity takeoff and estimating techniques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drawings and specifications. Examines tools and techniques employed 
to the preliminary and detailed estimating at overall construction processes.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건설시공 및 공법 I(ARC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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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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인자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절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This subject makes students learn the efficient planning methods and control system based on 
ARChitectural environment factors. Therefore, It includes the control methods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rmal environment which have a direct effect on the buildings.

ARC4039 건축공학전산응용 Computer Method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이론과 실습을 건축공학분야의 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와 건축 환경 및 설비분야에서의 전공지식을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습득케 한다.

This subject allows students to use computer system and program by learning the theory and 
practice in parts of building structure, build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nd building 
environment and equip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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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concept of structural steel design, material properties, 
behavior of elementary members, and connection methods for steel structures. Especially,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basic concept of LRFD design method.

ARC4042 건설공정관리 Construction Planning and Scheduling

건설 프로젝트에서 계획(Planning)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설계, 시공단계에 걸쳐 프로젝트의 일정관리를 
위한 각종 기법들을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기간 산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건설업
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수행한다.

A variety of time management techniques are to be covered especially for planning and construction 
phases. Individual in-class exercise problems and a group term project will be assigned. Commercial 
scheduling softwares that are widely utiliz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introduced.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건설시공 및 공법 1(ARC2018)

ARC4043 건물공기조화설비 Building Mechanical System

공기조화설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의 구성, 각종 기기, 덕트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각종 건물
에서 공조 시스템의 적용방법, 운전방법, 경제성, 쾌적성에 대한 계획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This subject introduc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air-conditioning system, plant system, various 
kinds of equipments and ducts, etc. Besides, it covers energy-saving design strategy and plans 
about the application methods, operation methods, economic efficiency and thermal comfort of 
air-conditioning system in building.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건축열환경공학(ARC4038)

ARC4044 건축빛 및 음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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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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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makes students learn the efficient planning methods and control system based on 
ARChitectural environment factors. Therefore, It includes the control methods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lighting and acoustic environment which have a direct effect on the buildings.

ARC4046 건축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of Building

행렬을 이용한 구조물의 전산해석법과 복잡한 건축구조물의 전문적 해석을 위한 기초개념을 배운다. 범용구
조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제구조물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간단한 구조해석프로그
램의 설계방법을 배운다.

In this course, structural analysis method using computers is provided. Students will examine the 
basic concepts and skills required to analyze real buildings under prescribed force systems using 
well developed computer programs. In addition, an introduction of design of analysis programs will 
be given.

ARC4048 건설관리1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1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에 대한 개념,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 수행업무, 국내 CM사업의 
특징,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CM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CM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편 팀별로 가상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 CM업무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s of construction management delivery system. Topics include 
following issues: list of works according to the phase of CM(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M project, ingredients of technical proposal, role and responsibility of 
CMr. A hypothetical CM project is to be assigned as a term project.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건설시공 및 공법 1(ARC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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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y services in buildings introduce the theory and practice about the organization of water 
supply and hot water supply system, drainage and vent system, fire extinguishing system and gas 
equipment, design strategy and pipe laying. In addition, this lecture includes efficient application 
methods and operation methods of utility services in buildings.

ARC4051 건설관리2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2

건설관리에 포함되는 다양한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및 각 전문분야별 요소기술의 활용법에 대하여 학습
한다. 건설관리1 강좌는 CM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CM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강좌에서는 전반적인 건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정보관리, 비용관리, 안전관리, 
자원관리, 리스크관리, 구매 및 계약관리 등 CM체계를 구성하는 전문 관리요소에 대하여 학습한다.

Course focuses on the critical construction management elements such as quality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cost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resource management, risk 
management, procurement and contract management etc. There are individual and group 
assignments.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건설관리1(ARC4048), 건설시공 및 공법 1 (ARC2018) & 2 (ARC4036) 

ARC4055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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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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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근무할 때 필요한 근본지식을 습득케 하여, 안전하고 내구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감리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tudent to 
design, construct, and supervise safe and durable target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to work 
in a structural design office, at building sites, or in an ARChitectural design office. The lecture will 
emphasize general concepts, principles and the practical use of the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

비  고
강의방식은 오버헤드 스크린과 판서를 병행한다. 강의 내용과 과제물, 시험정답은 e-class
에 올릴 예정이며, 교재는 문운당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를 주교재로 사용한다. 끝으로, 
이 과목은 3학년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선수과목은 필요하지 않다.

ARC4054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Design of Precast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최근 건물은 상당히 더 크고 복잡해질 수 있다. 프리캐스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는 건축 기술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강좌의 목적은 프리 캐스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건물을 설계하는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강의는 프리캐스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건물을 안전하게 설계, 시
공,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유용하다.
강의교재는 PCI 핸드북 7판이다.

Recently, buildings are become exceedingly more massive and complex. Design of Precast and 
Prestressed Concrete are emerging as a major area in building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provide a basic knowledge to design the precast and prestressed concrete buildings. 
This lecture also be useful for the students who hope to design, construct, superintend the precast 
and prestressed concrete buildings in safe way.
The text book is “PCI Design Handbook 7th Edition”.

ARC4056 건설계약및운영 Construction Contracts and Operations

각종 건설공사 관련 계약과정과 이러한 계약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규, 제도, 보증, 보험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건설계약 및 운영에 요구되는 절차 및 관련 법규의 이해를 통하여 계약 및 법과 관련된 엔지니어로
서의 책임과 윤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양토록 한다.

This course applies construction-related laws and operations in engineering practice. Topics include 
contracts, construction contract documents, laws, systems, bonds, insurance, and claims. 
Extensively this course contributes to the basic knowledge for legal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requirements of the professional engineer in construction industry. 

ARC4057 건축공학종합설계1 Integrated Construction Engineering Design-1
(Capstone Design for ARChitectural Engineering 1 )

3학년까지 건축공학분야에서 학습한 기초전공, 전공 심화강좌의 전공지식 및 엔지니어링 기반지식을 바탕으로 
건설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분석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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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object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ability related to planning, design, analy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construction projects. In this course, an integrated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 is provided by analyzing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tegration 
of different engineering tools such as environmental, structural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will help students to improve advanced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 skills and techniques. 

ARC4058 건축공학종합설계2 Integrated Construction Engineering Design-2
(Capstone Design for ARChitectural Engineering 2)

건축공학설계1에서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제는 
건축시공/CM, 건축구조, 건축설비/환경 등 건축공학분야 세부 전공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에 따라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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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or team construction engineering design project is to be executed under the guidance of 
advisors. Individual or team project topic should be fall on one of the following areas: construction 
management, construction methods, structural issues, electrical/ mechanical system, and 
environmental issues. 

현장실습 ARChitectural Engineering Field Practice

건축공학전공 심화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며 계절학기(여름 및 겨울방학 중) 교과목으로 개설된다. 수강 요건은 4주 이상의 시간 동안 기업체에 출근하
여야 하며 학점은 3학점이 인정된다. 대상 업종으로는 건설회사(내근 및 현장), 설계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 
환경/설비 설계회사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Students those who taking higher level courses in the ARChitectural engineering program may take 
a summer/winter secession internship course. The internship program offers a chance of working 
with industry professionals more than 4 weeks during the summer/winter break. Through this 
program, students may earn 3 credits if they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gram. Students may 
choose a variety of firms such as construction service, ARChitectural design, structural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nvironmental/mechanical/electrical design firms.



553건축학

08

공
과
대
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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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전

문인이 갖추어야 하는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설계통합(Design Integration)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설

계 리더쉽을 발휘한다. 

설계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분석과 중요 

판단을 통하여 건축행위를 한다. 

3차원적 사고를 통하여 디자인 이슈를 끌어내며 폭넓

고 깊이 있는 대안을 수립한다. 

설계해결안 도출을 위한 다양한 설계요소를 절충하

고 필요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다. 

2. 문화적 연구(Cultural Studies) 

세계 건축역사와 이론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도록 한다. 

建造환경에서 역사적 유적과 문화 보전의 이슈를 이

해한다. 

세계 철학과 정치를 이해하고 예술, 디자인, 음악, 문학

과 기타 창의적 학문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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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기준을 이해한다. 

4. 환경적 연구(Environmental Studies) 

자연 시스템과 건조 환경의 지식을 갖추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도시설계, 지역 및 도시계획의 지형적, 경제적, 사회

적 이슈와 실무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이해한다.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며, 열·

조명·음향 등의 에너지사용절감과 환경충격절감을 

위한 자연형 시스템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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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일체성을 이해한다. 

열쾌적, 조명, 음향 관련 설비의 이해와 수송, 통신, 

유지를 인식한다. 

실시 설계 시 기술도서의 역할 인지와 시공, 전산 과

정을 인식한다.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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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연구(Implementation Studies) 

건설 및 개발산업의 운영과 재정적 구조, 부동산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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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을 이해하여 건축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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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키면서 정의하고 커뮤니케

이션 할 수 있는 수작업 또는 컴퓨터 작업과 모델작업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건조환경의 성능평가(열, 빛, 에너지, 구조, 조명 등)

을 위하여 컴퓨터 작업을 통해 건축평가 시스템의 사

용을 이해한다.

 학과(전공) 소개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는 건축설계/디자인과 건축

역사이론 분야를 전공하는 건축학전공과 건축 엔지

니어링 분야인 건축공학전공으로 구분되어 하나의 

학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건축학전공은, 건축설

계/디자인, 건축계획, 건축환경 및 지속가능건축, 건

축역사 및 한국불교건축, 도시설계 등의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학

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책 및 민간 연구소, 

대형 및 중소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능한 건축전문인재를 배출하여 왔다.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내외의 건축설계환경과 산업계

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임교수 6명은 고도화된 첨단 

건축지식과 지속가능한 건축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

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건축학 교육은 글로벌 업무환경에서의 건축, 건

설, 환경, 도시, 조경, 부동산개발, 디자인, IT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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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활동에 필요한 산업지향적인 건축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건축학의 실무분야는 다양한 특성이 있으며 졸업생

들의 진로는 산·학·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

업계로는 건축계획, 건축설계, 생태환경, 도시설계, 

조경설계, 부 동산개발 분야의 설계사무소, 엔지니어

링업체, 컨설팅사 와 건설, 금융, 디자인 IT 관련 대기

업 등이다. 연구소로 는 건설기술연구원, 주택도시연

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원이 있으

며, 학계는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이다. 관계

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의 취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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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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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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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쿄토대학 건축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쿄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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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홍 일
전 공 분 야 건축
세부연구분야 건축계획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디플롬과정 프랑스 벨빌 건축대학교 건축계획 D.P.L.G
D.E .A과정 프랑스 파리 10-낭테르대학교 건축역사 D.E.A.
담 당 과 목 건축설계3,4 건축설계8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재료와 구법
대 표 저 서 대학과 지역사회. 한광야 김홍일 공저. 2008. 상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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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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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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1,2 건축과 컴퓨터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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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복합시설
의 계획 및 설계, 도시재생 전략수립, 역사도시 경관계획, U-City 모델개발, 수변환경계획, 지역생태환경
계획, 탄소저감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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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도시설계 건축과 도시문화 도시계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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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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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A,B 건축개론 건축디자인 이론 건축유형학

대 표 저 서 Form and Design of Architecture, 형태와 디자인
岸田省吾외 백용운譯 기문당, 2012-02 출판 예정

대 표 논 문

건축양식의 혼합과 박람회 
대한건축학회, v.26 n.08(2010-08) 
지속 - 소통 - 미술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제5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2011-05) 
지속가능성으로 바라본 박람회 계획의 변용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수행중(2011. 05 ~ 20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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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학기
ARD2010 표현기법 3.0 1.0 4.0 기초 학사1~2년 영어 1
ARD2011 건축개론 3.1 3.0 0.0 기초 학사1~2년 2
ARD2003 건축그래픽스 3.0 2.0 2.0 기초 학사1~2년 2
ARD2013 건축과 사회 3.0 3.0 0.0 기초 학사1~2년 영어 1
ARD2014 건축설계기초 A 3.0 1.0 4.0 기초 학사1~2년 1
ARD2016 건축설계기초 B 3.0 1.0 4.0 기초 학사1~2년 2
ARD2017 건축기술1 3.0 3.0 0.0 기초 학사1~2년 1
ARD2019 서양건축사 3.0 3.0 0.0 기초 학사1~2년 2
ARD4031 한국건축사 3.0 3.0 0.0 전문 학사3~4년 1
ARD4004 건축설계 1 4.0 0.0 8.0 전문 학사3~4년 1
ARD4032 재료와 구법 3.0 2.0 2.0 전문 학사3~4년 1
ARD4035 지속가능건축 3.0 3.0 0.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ARD4012 건축설계 3 5.0 0.0 10.0 전문 학사3~4년 1
ARD4001 서양건축사 3.0 3.0 0.0 전문 학사3~4년 2
ARD4002 건축환경계획 3.0 3.0 0.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ARD4033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3.0 3.0 0.0 전문 학사3~4년 2
ARD4008 건축설계 2 4.0 0.0 8.0 전문 학사3~4년 2
ARD4034 동양건축사 3.0 3.0 0.0 전문 학사3~4년 2
ARD4015 건축설계 4 5.0 0.0 10.0 전문 학사3~4년 2
ARD4036 건축과 컴퓨터 3.0 2.0 2.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ARD4037 건축과 도시설계 3.0 3.0 0.0 전문 학사3~4년 영어 1
ARD4038 건축과 도시문화 3.0 2.0 1.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ARD4039 건축실무와 법제도 3.0 0.0 3.0 전문 학사3~4년 1
ARD4040 건축기술2 3.0 3.0 0.0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A트랙
건축설계

(4+2프로그램)

표현기법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설계기초 A, B
서양건축사
건축법제도
건축과 사회
건축기술1

➡

건축설계Ⅰ,Ⅱ,Ⅲ,Ⅳ
 재료와 구법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건축기술
 한국건축사
 동양건축사
 건축환경계획
 건축과 컴퓨터 
 건축과도시문화
 건축과 도시설계

 건축기술2

 드로잉1
 드로잉2  
 조형론

 기초회화1
 기초회화2
 기초조소1
 기초조소2
 영상연구

B 트랙
건축관련 
연구분야

표현기법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설계 A, B
서양건축사
건축기술1

건축과 사회

➡

건축설계Ⅰ,Ⅱ,Ⅲ,Ⅳ
 한국건축사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동양건축사

 건축과 도시문화
 건축기술2

 건축환경계획

 드로잉1
 드로잉2  
 조형론

 기초회화1
 기초회화2
 현대미술론
 영상연구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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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C 트랙
건설개발
관련분야

표현기법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설계 A, B
서양건축사
건축기술1

건축과 사회

➡
건축설계Ⅰ,Ⅱ,Ⅲ,Ⅳ

재료와 구법
건축환경계획
건축기술2

건축과 도시설계

건물의 이해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설시공 및 공법1
건축재료

건축열환경공학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건설공정관리
건설관리1

건축공학설계1

복수전공트랙

표현기법
건축그래픽스
건축개론
건축기술1

건축설계 A, B
서양건축사

➡
 건축설계Ⅰ,Ⅱ,Ⅲ,Ⅳ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건축기술2
 건축환경계획

학 번 인정전공 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건축학
전공인정

1997~99 건축공학 -
건축공학교과목
최대27학점인정

27학점

2000~02 건축공학

-
건축공학교과목
최대18학점인정

27학점ARC408
ARC409
ARC410

건축환경계획(3)
도시계획(3)
한국건축론(3)

9학점

2003
건축공학

ARC303
ARC202
ARC251
ARC252
ARC303
ARC304
ARC404
ARC453

건설재료와공법
건축구조
건조역학1
건축구조시스템
건축구조설계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1
건축설비시스템2

24학점
30학점

ARC4045
ARC4048

건설법규및계약(3)
건설관리1(3)

선택
6학점

2004
건축공학

ARC4037
ARC4042
ARC4044
ARC404
ARC453

설계도서및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건축설비시스템1
건축설비시스템2

15학점

2005 건축공학

ARC4037
ARC4042
ARC4044
ARC4043
ARC4049

설계도서및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축빛및음환경공학
공기조화설비
급배수위생설비

15학점

2006 건축공학

ARC4037
ARC4049
ARC4042
ARC4043
ARC355

설계도서 및 견적
급배수 위생설비
건설공정관리
건물공기조화설비
건축빛및음환경 공학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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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 건축공학과내에 개설된 1학년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전공과목
건축학 건축공학

1학기 표현기법 창의적공학설계
2학기 건축그래픽스,건축개론 건축공학기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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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번 인정전공 분야 학수번호 교과목명
건축학
전공인정

2007~2013 건축공학

ARC2022
ARC2015
ARC2017
ARC2018
ARC2019
ARC4038
ARC4055
ARC4042
ARC4048
ARC4036
ARC4043

건축공학기초설계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설시공 및 공법1
건축재료
건축열환경공학
건축철근콘리트구조설계
건설공정관리
건설관리1
건설시공 및 공법 2
건물공기조화설비

선택
12학점

12학점

 학번 
상관없이

2010년 이후

미술학부

IDP2002
IDP2003
IDP2011
PAI2015
PAI2016
SCU2003
SCU2004
IDP2016
PAI4011

드로잉1
드로잉2  
조형론
기초회화1
기초회화2
기초조소1
기초조소2
현대미술론
영상연구

선택
8학점

8학점

ARD2007 표현기법 Visual Representation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부과정 학생들이 건축 및 건축공학 설계과정에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작업물들을 텍스
트, 핸드드로잉, 이미지, 사진, 영상, 도면, 지도, 건축모형 등의 다양한 시각 및 영상매체들을 활용해 정확하
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의 학습과 훈련이다. 본 교과는 이론강의, 현장답사, 실습학습을 중심으로 각 분야
의 전문가들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NCARB Design Level 1)

One of the primary roles of contemporary designers is to organize and employ intangible 
information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he course will introduce students into the practic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organization techniques using narrative texts, photographic description, 
image processing, video-clip editing, geometric modeling, cartographic mapping, etc. (NCARB 
Design Level 1)



560 2015 Course Catalog

ARD2011 건축개론 lntroduction to Architecture

건축설계의 디자인 프로세스, 건축 관련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건축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이해
하고 직업의 주체가 되는 건축가에 대해 학습한다. 

lntroductory overview of architectural practice in architectural design and the related fields 
focusing on design process, building science and construction market, project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client and developer,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ro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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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the general geographic principles, the basics of architectural graphics such as the usage 
of the various lines, parallel and perspective projections and how to present the three dimensional 
space into the two will be introduced. Also various architectural drawings and presentations will 
be studied and explored to develop required thinking and hands-on skills. 

ARD2013 건축과 사회 Social Syntax and Configuration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구조
를 반영하는 건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에 관한 건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Comprehensive studies on procedures of development of social syntax in architectural change and 
o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various constraints of politics, culture, society and economy.

ARD2014 건축설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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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ddresses broader architectural and urban issues. Students will develop highly complex 
projects with large-scale programmatic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continued exploration of 
advanced architectural theories, building technology within the context of design will be examined. 
Drawing and model making with a variety of materials will be refined. Computer 3-D modeling and 
rendering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process. The final work will be assembled into a 
student portfolio.

ARD2016 건축설계기초 B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Desig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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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ntinues to address broader architectural and urban issues as well as sustainability 
design. Students will develop highly complex projects with large-scale programmatic requirements.  
Building technology will be explored in depth. Students will utilize and become proficient with a 
variety of computer drawing, sketching, modeling and rendering programs to develop their designs.  
Both verbal and graphic presentations will be refined. The final work will be assembled into a 
student portfolio.

ARD2019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현대의 건축술 발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양건축을 시대적 발달에 비추어 공부한다. 건축양식의 발달과정
과 문화사적 영향, 기술의 발달 등을 배운다. 시각적 양식비교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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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Western Architecture as the basis of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We will 
learn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architectural style, cultural influenc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rchitectural expression.

ARD2017 건축기술1 Building Technology 1: Building Structure System

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초이론과 그 역학적 원리, 그리고 구조시스템의 다양한 건축 구조시스템의 특성과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

A study of a series of structural principles of building and their application into the architectural 
practice for integrated building structure systems.

ARD4002 건축환경계획 Environmental Controls of Buildings

근대 건축모더니즘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현재 건축계획에서 과다하게 사용되는 근대건축재료
와 구법이 어떻게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이해한다. 건물의 실내환경성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자
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건축실내 환경조절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좀 
더 실직적인 자연형(passive) 접근방식의 건축계획기법을 학습시킨다.

On recognition of the criticism of the modernism in architecture, the class deals with the passive 
approach for the building design. On the contrast to the attitude to excessive use of glass and 
buildings as ‘object’ per se, it lays emphasis on the more practical way to environmental controls 
of buildings especially for the architect.

ARD4031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궁궐, 사찰, 주거, 서원 등 한국의 전통건축을 대상으로 전통사상 및 문화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역사적, 양식
적, 의장적 특징을 이해한다.

A study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ncluding royal palace, temple, housing and lecture hall 
contained memorial hall for Confucianist. We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thought 
or culture,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We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about history, style and 
design.

ARD4004 건축설계I Architectural Design Ⅰ

건축설계의 첫 스튜디오로 사회적, 부지의 물리적인 속성, 환경요소가 갖는 문제점을 건축물로서 해결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Ⅱ)

Studies on design process to solve the social and physical constraints related in site environment 
as the first studio of architectural design(NCARB Design Level Ⅱ)

ARD4032 재료와 구법 Material and Tectonic

건축 구조재료와 건물 내 외부 마감재료와 건물 시공 방법에 대한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건물 재료의 성질
에 대한 학문적 고찰 보다는 현장에서 시공되고 사용되는 실예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The course guides students to learn the materials for structure, exterior and interior of buildings. 
Also to learn how to apply them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es on the site.

ARD4007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Modernism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근세 이후에 전개된 서양의 문화적,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된 근대건축의 전개과정과 계보를 통하여 현대건축
의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건축의 비판과 함께 시작된 현대건축의 동향에 대하여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작가별, 작품별 특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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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presents selected topic on major issues addressed in architecture in the modern 
movement and during the 20th and 21st century focusing the tendency of contemporary architects 
and architecture.

ARD4008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 2

건축설계의 두 번째 스튜디오로 사회적, 부지의 물리적인 속성, 환경요소가 갖는 문제점을 건축물로서 해결하
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Ⅱ)

Studies on design process to solve the social and physical constraints related in site environment 
as the first studio of architectural design(NCARB Design Level Ⅱ)

ARD4034 동양건축사 History of East Asian Architecture

한국의 전통건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의 건축에 대하여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도성, 궁궐, 주
거, 사찰 등의 건축적 특징에 대하여 3국간의 관계를 살핀다

We will understand the cultural background for Chinese and Japanese architecture that is related 
closely with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o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astle town, palace, housing, and temple. 
Introductory overview of architectural practice in architectural design and the related fields 
focusing on design process, building science and construction market, project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client and developer,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role, etc.

ARD4035 지속가능건축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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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ng the issues of the scarce resource and earth pollution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dependency declaration of the UIA and the AIA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to provide the 
more sustainable way for the architect. The subject is concerned with the solar and the other 
alternative energy issues and how to make urban and architectural solutions to provide a more 
sustainable society in a new context of professional practice, putting accent on nature and the 
passive approach for the architect. 

ARD4012 건축설계 3 Architectural Design 3

도시적 맥락에서의 복잡한 건물이나 여러 개의 복합건물의 합성, 기술적 정보의 통합, 복잡한 건물과 관련시
스템의 전반적 통합에의 숙달, 수송 및 교통, 도시계획과 건축의 사회적 측면 이해한다. 

The course aims simple and complex building case studies with qualitative technical input, 
individual and group projects, total building synthesis developed, general proficiency in the total 
synthesis of complex buildings and related system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life-safety 
systems, and social ramification of planning and architecture. 

ARD4015 건축설계4 Architectural Design4 

정량적인 기술측면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단순한 건물 또는 복합건물 사례연구. 개인과제와 그룹과제 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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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se aims simple and complex building case studies with qualitative technical input, 
individual and group projects, total building synthesis developed, general proficiency in the total 
synthesis of complex buildings and related system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life-safety 
systems, and social ramification of planning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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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4036 건축과 컴퓨터 Computer Application to Architecture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visualization을 목표로 BIM개념에 의한 3D modeling 소프트웨어와 CAD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2D drawing과 3D model 방법과 walk through, texture and shadow simulation 등의 
각종 방법을 학습한다.

Comprehensive studies on the application methodology of walk through, texture and shadow 
simulation including 2D drawing and 3D model by means of BIM-based CAD and 3D modeling 
software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visualization of design computing applications and their use 
in practice 

ARD4037 건축과 도시설계 Urban Design and the Built Environment

커뮤니티, 도시, 지역 환경, 그리고 이를 물리적으로 완성시키는 필지, 블록, 네이버후드, 도시의 중심부의  
도시설계언어와 계획 이론들을 테마별로 고찰하고, 도시설계와 환경계획 과정에서의 핵심 이슈, 사회적 가치
와 갈등, 물리적환경의 문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계획수립과 실현화 과정을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An introductory lecture for the field of physical planning and design of contemporary cities and 
regions, with a series of overview of urban design vocabularies and theoretical framework of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ARD4038 건축과 도시문화 Urbanism and Public Realm

대표적인 세계도시와 도시 공공환경의 역사적 흐름과 장소적 가치와 특성을, 스트릿과 블러바드, 플라자, 공
원과 가든, 도시수변환경, 대학캠퍼스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공환경과 도시와의 관계, 공공환경의 기능
과 형태, 계획과 실현화의 과정, 운영과 관리에 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lecture that overview the field of urban public space in city design. 
We will study the quality of public realm in urban environment as well as formal design language 
of form, structure and dimension for urban public space. The course proceed as a pair of literature 
reviews of theoretical framework as well as cases of urban design intervention for urban public 
places of exemplary projects of particular location including street, boulevARD, square, plaza, 
common, gARDen, park, waterfront, university campus, etc.

ARD4039 건축실무와 법제도 Practice of Architecture

한국과 서양의 건축전문직의 발전배경과 역할을 이해하고 건축직능의 업무, 건축프로젝트의 관리, 건축사사
무소의 운영, 건축사의 책임과 전문직 윤리, 건축법제도를 이해한다.

The subject is concerned with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in the west and Korea and especially with 
the modern societal context, covering project management, design office management, professional 
ethics, and legal framework of architectural practice.

ARD4040 건축기술2 Building Technology 2: Building Construction Process and 
Management

건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공절차 및 건설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An introductory study of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technological applic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procedure and 
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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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소개

산업시스템공학은 인간, 물자, 정보, 설비 및 기술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시스템을 설계, 분석, 운용 및 개

선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를 시스템 최적

화와 더불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효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창의적인 산업공학 엔지니어를 배출하여 사회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에 필요한 기

술과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시스템공학은 공학적 지식과 과학적인 경영기업

을 바탕으로 산업 및 다양한 시스템의 계획, 설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학문 분야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경영, 관리를 효율적, 계량적

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구체적인 기법들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

를 사회에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공학도

는 시스템 전문가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인적, 기술적, 경제적 자원이 집적된 복잡한 시

스템을 설계, 설치, 운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함을 의미한다.

공학적 문제해결과 숙달된 경영기법에 바탕을 둔 의

사결정 능력은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

정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국제적인 산업 활동에 

있어 밑바탕을 이룬다. 산업공학의 대상 분야는 산업, 

공공 시스템 등 매우 다양하며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

향은 증가추세에 있다. 산업공학의 연구 분야는 전통

적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OR, 공장자동화뿐 아니라,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정보통신망의 설계 및 성능분

석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e-business환

경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ERP, CRM, 

Workflow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설계, 개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의 산업공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산업공학도의 활동범위

가 넓어지고, 사회적인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1. 교육목표 총괄사항

산업시스템공학과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리드할 윤리의식의 바탕 하에 공학적 전문지식과 정

보기술의 활용능력, 의사소통과 관리능력, 자기개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1) 의사결정과 시스템 설계,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과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산업시스템공학과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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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산, 제조, 물류, 경영, 공공정책 및 정보시스

템을 포함한 특정 분야의 설계와 운용 및 프로세

스 개선을 위한 공학 프로젝트를 정형화하고 해

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종합적 설계 능력을 

갖도록 한다. 

  3)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복합학제

적인 팀원으로서 혹은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도록 

한다. 

  4) 경제사회의 리더로서 올바른 윤리의식과 조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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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과 같은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①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을 응

용할 수 있는 능력

  ②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③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

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④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⑤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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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⑨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

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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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 생산/물류시스템 분야 

  생산 (또는 제조)시스템의 공정분석과 설계를 통한 

계획과 효율적 통제 및 물류 네트워크의 설계와 관

리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응용기술을 습득한다. 

디지털환경에서의 제품설계/개발, 공정계획, 생산

에 수반되는 제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제품생명주

기관리(PLM) 등 제품정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 CAD, 디지털생산, 제품개발, PLM,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등에 관련된 기초 기술의 이해와 활

용 능력

  - 로지스틱스의 기본 개념과 물류네트워크의 설

계, 생산물류, 공급망관리(SCM) 등에 관련된 지

식과 문제 해결 능력

  (2) 최적화 및 시스템분석 분야

  산업시스템의 분석과 최적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분석 도구와 최적화 방법론에 관한 이론과 현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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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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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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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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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론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웹서비스, BPM, RFID 등 최신 정보기술의 경향

에 대한 이해

  - 데이타마이닝,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Business 

Intelligence의 이해

  (5) 인간공학 분야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기계와 컴퓨터를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간-기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운영의 원

리를 학습하고, 인간이 관여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에 사용하는 각종 도구와 방법론을 학

습한다. 

  - 인간-기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특징

  - 인간이 관여하는 시스템의 측정, 분석 및 설계 

개선

  -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주제

  - 인간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감성공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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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는 

의사결정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얻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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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

적인 관리를 위해 태동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 

이후, 최적화이론, 시스템분석 및 설계, 프로젝트관

리, 인간공학 등 과학적 시스템분석 기법과 최신 정보

기술(IT)에 의한 시스템통합(SI)기술의 발전에 힘입

어 종합적인 시스템공학 기술로 발전해오고 있다. 최

근의 산업시스템공학은 전통적인 생산제조시스템은 

물론, 물류/유통 분야, 재무/금융 분야, 통신시스템, 

서비스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

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산업시스템공학을 전공하면 일반 제조기업의 생산, 

제조. 제품 및 공정설계 업무, 경영, 기획, 관리업무

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SI산업, 정보

통신산업, 반도체산업, 컨설팅회사, e-비지니스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 유통 등, 공공 및 서비스 

분야의 진출도 활발하며, e-비지니스 컨설턴트, 정보

기술(IT)관리자, 전자상거래기획/관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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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하

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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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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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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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
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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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통합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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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S(Product Service System),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개발, Mass 
Customization(대량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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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분석설계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정보시스템 특론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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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modeling of an EPC information service system,” Journal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Science, Vol.9, No.3, pp.285-293, 2010
“A simulation approach for optimal design of RFID sensor tag-based cold chain systems,” Journal 
of Food Engineering, Vol. 113, No. 1, pp.1-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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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공학 기술전략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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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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ISE2006 경영정보시스템 3 3 1 전문 학사2년 영어 2 선택필수
ISE2009 CAD 및 실습 3 3 1 기초 학사2년 영어 1 선택필수 
ISE201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3 2 2 1 기초 학사2년 영어 2 필수
ISE2013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3 3 3 기초 학사1년 2 필수+팀티칭
ISE2004 인간공학 3 3 1 전문 학사2년 영어 2 선택필수 
ISE2014 응용통계학1 3 3 0 기초 학사2년 1/2 필수
ISE2015 응용통계학2 3 3 0 기초 학사2년 2 필수
ISE2016 경영과학 1 3 3 1 기초 학사2년 2 필수
ISE4002 생산 및 운영관리 3 3 1 전문 학사3년 1 선택필수 
ISE4004 서비스사이언스입문 3 3 0 전문 학사4년 1
ISE4005 첨단제조공학 3 3 1 전문 학사3년 영어 2
ISE4008 금융공학입문 3 3 0 전문 학사3년 2
ISE4010 정보시스템 특론 3 3 0 전문 학사4년 2
ISE4011 프로젝트관리 3 3 1 전문 학사4년 1 선택필수 
ISE4013 감성 및 디자인공학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1
ISE4014 경영과학 2 3 3 0 전문 학사3년 1
ISE4015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3 3 1 전문 학사3년 영어 1 선택필수 
ISE4018 유통물류관리 3 3 0 전문 학사4년 2
ISE4019 의사결정분석 3 3 0 전문 학사4년 2
ISE4020 품질경영 3 3 1 전문 학사3년 영어 2 선택필수 
ISE4021 시뮬레이션과 응용 3 2 1 1 전문 학사3년 2 필수 

ISE4022 제품개발 3 3 1 전문 학사4년 영어 2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

ISE4023 기술경영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2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

ISE4025 정보시스템분석설계 3 2 1 1 전문 학사3년 1 필수 

ISE4026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3 3 0 3 전문 학사4년 1

필수+팀티칭
2학기는 

비정기적으로 개설
(7학기 학생만 
수강가능)

ISE4028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3 2 2 1 전문 학사3년 2

ISE4029 서비스공학 3 3 0 전문 학사4년 영어 2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

ISE4030 기술전략과 창업 3 3 0 전문 학사4년 1
ISE4032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실습 3 2 2 1 전문 학사4년 영어 1 신설

현장실습 3 0 4 전문 학사3/4년 계절학기1/2

* 비고 : 선택필수의 경우, 총 7개 과목 중 3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며, 2014학번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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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스템공학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A 트랙
기업경영자 및 

컨설턴트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통계학1
인간공학

경영정보시스템
응용통계학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서비스사이언스 입문
기술전략과 창업
프로젝트관리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감성 및 디자인공학

경영과학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영
기술경영

금융공학입문
생산 및 운영관리

경영과학1
서비스공학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B 트랙
시스템 엔지니어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통계학1

경영정보시스템
인간공학

응용통계학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CAD 및 실습

정보시스템분석설계
정보시스템통합 및 실습
서비스사이언스 입문

첨단제조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감성 및 디자인공학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영
기술경영

금융공학입문
생산 및 운영관리

경영과학1
시뮬레이션과 응용

제품개발
정보시스템특론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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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영학부 DBA2003 마케팅원론 3
경영학부 DBA2014 회계원리 3

■ 최대 인정 학점 : ( 6 ) 학점 

■ 위 교과목은 이수 후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전공으로 인정 됨.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C 트랙
복수전공자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통계학1
인간공학

응용통계학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CAD 및 실습

경영정보시스템
생산 및 운영관리
정보시스템분석설계

정보시스템통합 및 실습
첨단제조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감성 및 디자인공학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영
기술경영
경영과학1

프로젝트관리

회계원리

D트랙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

산업시스템기초설계
응용통계학1

경영정보시스템
CAD 및 실습
인간공학

응용통계학2

경영과학1
생산 및 운영관리

품질경영
시뮬레이션과 응용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첨단제조공학
기술경영

서비스사이언스입문
감성 및 디자인 공학

프로젝트관리
제품개발

기술전략과 창업
서비스공학

산업시스템종합설계

ISE2004 인간공학 Ergonomics

인간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작업 수행 상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인간-기계 체계의 최적 설계, 조정하는 이론
과 기법을 강의하며, 계면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조화 있게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actors affecting the power, the endurance, and the stamina of humans, 
among other topics for the students interested in the field of designing man-machine systems under 
industrial environment.

비  고
강의방식 : 사례 위주의 강의, 개별 설계를 통한 발표와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 장의적 공학 설계,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ISE2006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방법론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busines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ERP, SCM, CRM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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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deals with methodologies to gain organizations’ competitive advantage by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specially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issues on 
ERP, SCM and CRM systems and their technical aspects.

ISE2009 CAD 및 실습 CAD and Laboratory Work

CAD(Computer Aided Design) 분야는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계의 전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CAD 분야는 복잡한 형상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데이터의 저장, 수치적 해석
과 정보전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공학적 설계와 그래픽스에 대한 기본개념
을 주교재를 통해 학습하고, 3차원 CAD 소프트웨어의 실습을 통하여 공학 전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CAD(Computer Aided Design) is being applied actively in many industri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CA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sign of complicated geometry, 
storage/transformation of product data, numerical analysis, etc. Therefore, in this class, we study 
the fundamental theory of engineering designs and computer graphics, as well as the hands-on 
experience of commercial CAD system which can be mostly used in the mechanical CAD area

ISE2012 산업시스템 프로그래밍 Industrial Systems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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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을 학습하
고, 이를 산업공학응용 문제에 적용해 보는 실습 및 과제를 수행한다.

This course is targeted to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students for improving their Java 
programing skills enough for implementation of practical Industrial Engineering solutions. For this 
purpose, this course will cover Java programming quick review, basic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and applications of such techniques to practical Industrial Engineering problems.

비  고
강의방식 : 강의와 컴퓨터실습을 병행,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함
권장 선수교과목 : Java (또는 C++) 프로그래밍 기초

IS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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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lass covers the basic understanding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and the role of I 
& SE Engineers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by dealing with various topics in that area. The class 
is processed using several formats such as lectures, designs, and field trips. 

ISE2014 응용통계학1 Applied Statistics for Enginee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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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에서 요구하는 과학적인 사고 능력의 기초를 배양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probability, probability variables, probability distribution, 
expectations and variance, and cential limit theorem with engineering related examples. This course 
is a core course to the all courses offered by the ISE with Applied Statistics for Engineers.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미분적분학 및 연습1,2

ISE2015 응용통계학2 Applied Statistics for Engineer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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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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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thodology, emphasizing applications to engineering 
and science. Topics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point estimation, interval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비  고 선수권장 교과목 : 응용통계학1

ISE2016 경영과학 1 Management Science 1

본 강좌에서는 산업, 경영, 공공, 물류 등의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를 확정
적 수리적 모형을 통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주요 주제로는 선형계획법, 네트워크모형, 정수계획법 등
을 다루고, 수리모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Solver 등)를 이용한 모형화의 해법을 예제 풀이와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quantitative and systematic approach to solve various decision problems for 
analysis and design of Industrial engineering area included in management, public, and logistics 
systems. We deal with the modeling, solution procedures, and computer software application for 
real business application with central focus on deterministic models as the linear programming, 
network models and integer programming. 

비  고 권장 선수교과목 : 공학선형대수학, 컴퓨터응용

ISE4002 생산 및 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생산시스템과 서비스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수학적 방법, 발견적 방법, 컴퓨
터응용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의 문제해결방안들을 설명한다. 이들 방안들에는 작업관리, 물류관리, 공정
관리, 재고관리, 프로젝트관리방법 등이 포함되며 유연생산시스템과 같은 생산자동화시스템의 보편화에 대비
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기술이 강의내용에 포함된다. 

Students will learn theories and techniques for the production and service systems with respect to 
productiv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from this course. Various cases form real production sites 
will be referenced during the course and each student will submit his/her own report focused 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mprovement. Operations research and heuristic methods will be 
utilized as solving tools.

ISE4004 서비스사이언스 입문 Introduction to Service Science

고용인력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산업보다 큰 서비스산업에서 서비스생산성과 서비스혁신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념과 분석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서비스
경영, 운영과 전략, e-비지니스와 IT, 계량적분석등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service science from an integrated viewpoint with a focus 
on service management, including service operation & marketing, strategy, e-business and IT, etc. 
The students will be prepared to provide solutions to problems in a wide range of servi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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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폼의 개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성과 관리에 기반한 Workflow를 통해서 구축되는 제조시스
템의 통합화가 필수적이다. 본 과목에서는 현대적인 제조시스템의 골격과 운용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갖
게 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첨단제조분야의 폭 넓은 관심과 이해를 수용하기 위한 과제와 기말프로젝트
가 부여된다.

In the manufacturing area nowadays, a new manufactur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practiced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class, students will have the basic understanding 
of modern manufacturing systems based on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systems. Homeworks and 
team projects are given to provide the experience of modern manufactu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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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강의방식, 선수권장 교과목 등

ISE4008 금융공학입문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

주식/채권의 가치평가, 자본예산, 포트폴리오이론,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자본구조와 자본조달, 운전자본 
관리와 재무 분석 등의 기본적인 재무이론을 바탕으로 선물거래, 옵션가격결정,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 
등의 금융공학의 기본논제를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help the student understand what is driving financial choices in the company. The 
topics addressed in this course mainly include capital budgeting, risk and return, capital structure 
and dividend policy and financing, etc. Although the course emphasizes corporate finance, the 
student will also learn about the basics of the derivatives and risk hedging.

ISE4010 정보시스템 특론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시스템 기술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현재 산업시스템공학과에 교과목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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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 important topics, which is however yet to be offered as separate courses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in the area of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Topics will include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applications, basic XML web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비  고

<강의방식>
- 강의 및 데모를 중심으로 하며, RFID 시스템에 대해서 실습
- 심도있는 이론 교육보다는, 다루어지는 기술들의 산업공학적 활용성을 총체적으로 이해

하는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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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this course is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efficiently manage various projects. It 
treats the latest techniques and principles for efficiently carrying out various aspects of project 
management: defining and planning projects; scheduling and cost management,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eam, risk management. decision-making and relevant 
software and internet usage.

비  고 강의방식, 선수권장 교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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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ystematically reviews all the design problems involved in the relations and the interactions of 
human sensibility, products and environment.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an engineering 
approach to realize image or feeling of human into the sensibility product design.

비  고
강의 방식 : 사례 위주의 강의, 개별 설계를 통한 발표와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　인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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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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urse we study quantitative and systematic approach to solve various stochastic decision 
problems for analysis and design of Industrial engineering areas. We deal with the modeling, 
solution procedures, and computer software application(Crystall Ball) for real business application 
with central focus on probability models as forecast, markov chain and queueing theory and its 
application models. 

비  고 선수 권장 교과목　:　응용통계학1

ISE4015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ERP/SCM/CRM과 DB,web등에 축적되는 많은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어 기업의사결정에 활
용할 수 있게 하는 Business Intelligence의 기본개념과 방법론, 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신경망, 의사결정
학습, 베이지안학습등 다양한 data min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최신 S/W를 이용한 마케팅 및 CRM응
용사례를 다룬다.

Business Intelligence turns business data into actionable information.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architecture of BI and various data mining algorithms in context of common applications in 
marketing and CRM,etc. Students will also learn how to use state of the art data mining software 
to analyze real world data and make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managerial decision making.

ISE4018 유통물류관리 Logistics

유통물류에 대한 기본 이해와 유통물류의 중요성, 그리고 하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비쿼터스 시대
에 알맞은 응용과 전략에 대해 공부한다.

This course handles the methodologies that enables firms to deal with materials, supply chain, and 
resources that decides the competitive power. Various supply chains consisting of materials 
providers, producers, logistic channels and consumers, are considered in the viewpoint of how 
mathematical computational optimization concepts can be implemented.

비  고 선수 권장 교과목　:　경영과학1, 생산및운영관리

ISE4019 의사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대안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문제를 적절히 모형화하고, 의사결정자의 선호와 확률
적 판단을 수치화 하여 이를 반영하는 합리적 의사결정방법과 철학, 절차 등을 배운다.

 The course deals with the issues regarding the rational decision-making under uncertainties and 
risks. They include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rational decision-making and its underlying 
philosophy, the effective way of modeling decision problems and the quantification of uncertainties 
and preferences.

ISE4020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품질 경영과 고객만족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경영 시스
템의 운영 방법과 사례를 학습한다. 또, 샘플링 검사, 통계적 공정관리 기법을 학습하고, 품질보증, 품질의 
개선, 다구찌 방법, 품질 평가 방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quality management. Topics 
includes strategic quality planning, customer satisfaction, statistical methods for control charts 
and acceptance sampling, and six-sigm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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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강의방식>
- 주간 1회 강의 및 1회 컴퓨터실습
- 이론 보다, 실무적 데이터베이스 분석, 설계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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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루며, 실습을 통하여 응용 사례분석(설계)과 시뮬레이션 기법의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학습한다. 

Computer simulation is an important management science tool for analysis and design of production 
systems, logistics systems,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 systems, etc.. This course deals with 
the simulation methodologies with ARENA simulation language. Course topics include the random 
number generation, statistical methods to analyze the results. Student are expected to learn  
elementary level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and Management Science 2. 

비  고
강의방식　:　사례 위주의 강의, 개별 설계를 통한 발표와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등 : 인간공학, 공업통계학

ISE4022 제품개발 Product Development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며, CAD, 신속모형제작 (Rapid Prototyping)등을 통하여 수강
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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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tudy the fundamental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product development. Students are required 
to develop a new product by applying the process covered in the class. Some tools for the product 
development include CAD and Rapid Prototyping. Also, some topics on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re to be studied.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
로 개편하였음

ISE4023 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
기업내의 엔지니어링부서와 경영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술정책 및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예측, 기술자산의 평가, R&D 프로젝트 및 조직관리, 기술기획, 신제품개발방법 등 
기술의 기획,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결과물의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전체 기술경영 사이클(Cycle)에서의 
이론습득 및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a broad spectrum of managerial issues associated with forecasting promising 
technology, evaluating technological assets, managing R&D projects, planning new product 
development, devising technology strategies and so on. For this, it emphasizes on theoretical 
backgrounds, practical cases and intensive interactions among students.

비  고
강의방식, 선수권장 교과목등
본 트랙은 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
로 개편하였음

ISE4025 정보시스템분석설계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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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 methodologies, techniques, and software tools for analysis,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odern information systems. Students will have chances to master the lecture 
contents through various in-class exercISEs, homework/lab assignments, and team-projec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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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4026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Senior Project i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산업시스템공학에 관한 연구과제 및 주변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계획, 조
사, 연구를 실시하여 기초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평생학습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This class focuses on the basic problem solving ability, research capability, an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education. Each student will perform planning and research on various topics in the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and its related area under the supervision of advisoring faculty.

ISE4028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Database Analysis and System

정보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설계, 구현하기 위한 기본 모델, 기법 및 툴을 학습한다. 
수업 중 연습, 컴퓨터 실습, 과제 및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체득할 기회를 가진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undamental models, techniques, and tools for analysis,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atabase systems, whi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modern information 
systems. Students will have chances to master the lecture contents through various in-class 
exercISEs, homework/lab assignments, and a team project.

비  고 강의방식, 선수권장 교과목등

ISE4029 서비스공학 Service Engineering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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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
한 방법론 및 사례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과목의 수강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practical skills to create and manage new services by understanding 
a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offering various knowledge and cases abou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it will be organized to make students grasp idea 
generation processes and devISE promising business models.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제품/서비스 디자인 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
로 개편하였음

ISE4030 기술전략과 창업 Technology Strategy and Entrepreneurship

기술전략과 창업 과목에서는 기술창출 및 관리 과정에서의 기술전략수립에서 요구되는 경영시스템 설계, 경
영조직 구조와 설계, 경영활동 관리, 경영자산 관리 및 기술창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design of management system and management organization, the 
management of managerial activities and managerial assets, and provides various knowledge to 
establish technology ventures.

ISE4032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실습 Information System integration and practice.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모바일 프로그래밍 방법을 
강의하고 실습한다.

In this course, the information system & service installation and operation techniques are taught.
Server/Client and mobile programming skills will be practiced.

인턴쉽 Internship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종합적인 전공 지식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하고, 산업 현장의 실
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 현장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578 2015 Course Catalog

 교육목표 및 인재상

유사이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지털(digital) 문화

가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세계 인류 문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multimedia contents)는 디지털 문화의 가장 대표

적인 산출물이다. 디지털 컨버전스(convergence) 시

대에 접어들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학

문적 이론과 기술이 발전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

업체가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국제적으로 경

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 흐름에 

맞추어 조성된 멀티미디어 공학은 다양한 공학적 요

소와 문화적 요소 등이 융합하여 이루어진 융복합적 

학문이다. 우리 학과는 컴퓨팅(computing)을 바탕

으로 멀티미디어공학의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교

육한다.

최근까지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 기기, 컴퓨터 기

기, 통신 기기 등 높은 성능의 기기들이 보급되고 소

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인간에게 유

익한 정보와 정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

어 콘텐츠는 그 가능성과 가치에 비해 아직 그 발전 

정도가 낮다. 이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는 현대 디지털 문화의 바탕을 이해하고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를 위한 공학 이론, 공학적 분석과 실무 수

준의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능력을 겸비한 멀티미

디어 시스템 개발자와 같은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멀티미디어공학과는 멀티미디

어 정보 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화와 기술의 종합체

인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공학기반의 창의

적 개발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어 새로운 디지

털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대적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 그리고 실무 경험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과(전공) 소개

■ 학과의 주요 연혁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이미 2000년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이론과 기술을 교육 연구할 목적으로 정

보산업대학에 멀티미디어공학과를 학부 과정으로 개

설하였다. 2006년에 우리 학과는 동국대학교 영상문

화 특성화학과로 지정되어 학제 개편을 통해 당시 신

설된 영상미디어대학으로 편입하고, 학과명을 게임

멀티미디어공학과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게임, 영

상 시스템, 멀티미디어 응용 시스템 등을 포함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

다. 이후 2010년부터는 멀티미디어시스템, 멀티미디

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공학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

시 멀티미디어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다. 2013

년부터 공과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인접 학문 분

야와의 융합을 더욱 강화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하

고 있다. 

■ 수행중인 주요 사업 

교육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면서, 2013년 7월

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고급 전문 인재 

양성 사업으로 ITRC(Information Technology 

멀티미디어공학과
Multimedi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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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enter)를 유치하여 NUI/NUX 플랫폼 연

구 센터를 설립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또한, 2013년 8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

는 BK21 플러스 사업팀으로 선정되어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더욱 탄탄한 체계

를 갖추게 되었다.  

■ 글로벌 교육 연구 환경 조성

우리 학과 학생들 중에는 학교의 국제협력 체계를 활

용하여 자발적으로 해외 유명 대학에 어학 연수 겸 

전공 학습과 외국 문물을 체득하기 위해 연수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학과는 국내외 여러 유관 연구 

기관과 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고 글로벌 인재 양성

에도 힘 쓰고 있다. 한국의 ETRI, 독일의 

FraunHofer HHI, 미국의 University of Florida, 

독일의 Augsburg Univ. 중국의 북방공업대학 등의 

유관 학과와 연구 교류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 학과의 전공 특성과 교육 내용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컴퓨팅(computing) 기술과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학, 게임 

공학의 이론과 기술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한

다. 궁극적으로 3D 공간 정보 처리,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증강 

현실, 클라우드(cloud) 컴퓨팅 등의 공학적 이론과 실

무에 능하고, 디지털 문화적 이해력을 겸비하여 디지

털 콘텐츠 산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

템 개발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전문가, 게임 

개발 전문가 등을 양성한다.

1.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멀티미디어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능력과 소양은 다음과 같다.

  1) 멀티미디어공학 전공자로서의 능력

    - 멀티미디어공학의 분야별 문제를 이해하여 이

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추어 게임 시스템이나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창의적으

로 설계, 개발하여 종합할 수 있는 능력

    -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

어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수학, 기초 과학, 컴퓨팅, 유관 공학에 관한 

지식을 멀티미디어공학 문제 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협동 프로젝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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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문화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가지고 국제

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적 해결 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폭 넓은 이해

    - 경제, 경영, 환경, 법률 등 시사적인 논점에 

대한 기본 지식

    - 평생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참여할 수 

있는 능력

 

  3) 멀티미디어공학 실무 

    - 실제적인 분석, 설계, 개발 문제에서 컴퓨팅 

기반 도구를 비롯하여 최신 멀티미디어 기술, 

기법,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

  -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2D/3D게임 프로그래

밍, 모바일콘텐츠 제작, 차세대플랫폼 콘텐츠 

개발, HCI콘텐츠 개발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

용 방법과 단계별 프로그래밍 기법

  -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게임 및 로봇지능, 멀티미

디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운영시스템, 멀

티미디어시스템 설계와 분석 등의 컴퓨팅 기본 

이론과 기법

  - 컴퓨터그래픽스, 증강현실, 영상 및 사운드 처리 

등의 멀티미디어 공학 이론과 응용 기법

  - 정지영상, 동영상, 사운드, 음성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기본 특성 이해 및 처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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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D/3D 컴퓨터 게임 제작과 멀티미디어 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 컴퓨팅 플랫폼의 기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념

그림. 재학생 작품 예

(a)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게임

(b) 뇌파를 이용한 기능성 게임

(c) 스마트 홈 시뮬레이션

(d) 감성 캐릭터 시뮬레이터

(e) 레이싱게임용 인공지능 엔진

(f) 서비스 로봇 지능 소프트웨어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멀티미디어 공학 분야는 인류 문화 발전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신생 분야이다. 다시 말

해, 멀티미디어 공학 분야는, 컴퓨팅 기술, 멀티미디

어 콘텐츠 기술 요소, 영상 정보 처리 등과 유관한 

일반 공학 요소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융복합적 학문 

분야이다.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디지털 멀티미

디어 콘텐츠 공학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

행한다. 

그림. 가상공간의 모의실험 및 훈련.

멀티미디어 공학은 3D 공간 정보처리, 컴퓨터 그래

픽스,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가상 및 증강현실, 

HCI,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하는 매우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갖고 있다. 가령, 게임은 그 단어가 스포

츠, 오락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엔터테인먼

트(entertainment) 용만이 아니라, 기능성(serious) 

게임으로도 분류한다. 기능성 게임은 실시간 상호작

용 모의실험(real-time interactive simulation)의 

의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의료 시술, 우주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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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원자로 운전 실험, 비행기 조종, 재난 방지 등 

위험한 환경에서의 교육 등을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으로 모의 실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게임으로 개발하거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안

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동작 인식이나 3D 가상현실 공간을 볼 

수 있는 각종 인터페이스 기기가 실용화되고, PC 외

에 이동성이 보장되는 고성능 소형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이 출현하면서 새로

운 유형의 실감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개발되

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이를 위한 이론과 기술 개발이 다양한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멀티미디어 공학은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갖는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서, 앞으로 국내외에서 학문적으로

나 산업적으로도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멀티미디

어 콘텐츠 이론과 제작 기술들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산업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 생활의 

향상과 함께 쾌적함, 편의성, 유익함을 제공해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CT나 

IT 산업에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응

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멀티미디어공학을 전공한 전

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멀티미디어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응용 분야의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전문가 : 컴퓨터 그래픽

스, 가상 및 증강현실, 영상처리, 사운드 처리, 컴

퓨터 인공지능,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처리 등의 유관 분야

-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 오락용 또는 기능성 게

임 개발,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인공지능, 게임 

공학 응용 등의 유관 분야

-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자 : 홍보용/학습용 콘텐츠 

제작, e-learning, 인터넷 쇼핑몰 등의 유관 분야

- 멀티미디어 정보공학, 게임공학을 연구하는 연구

소 등의 연구 분야

- 일반대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의 게임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석사, 박사 과정 진학

- 외국의 유관 분야 대학 유학

- 멀티미디어 관련 벤처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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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엄 기 현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설계, 멀티미디어정보관리  
세부연구분야 게임시스템 설계, 게임지능설계, 멀티미디어 응용 시스템, NPC행동계획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응용수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 자료구조 멀티미디어알고리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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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ion of Q-learning and Behavior Network Approach with Hierarchical Task Network Planning 
for Dynamic Environments, Information, Vol.15, No.5,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 2012
A Framework for Processing Brain Waves Used in a Brain-computer Interface,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 8, No. 2, KIPS, 2012 
Complete Scene Recovery and Terrain Classification in Textured Terrain Meshes, Sensors, Vol.12, 
No.8, MDPI, 2012

조 경 은
전 공 분 야 게임공학, 실감미디어공학
세부연구분야 게임인공지능, 게임엔진, 게임알고리즘,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3D게임프로그래밍
(캡스톤디자인)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캡스톤디자인)
게임및로봇지능 웨어러블컴퓨팅

실감미디어 융합 
콘텐츠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대 표 논 문

Robot Service Framework Based on Big Data Technology, Journal of Internet Technology, National 
Dong Hwa Univ., 2014
Intuitive Terrain Reconstruction Using Height Observation-Based Ground Segmentation and 3D 
Object Boundary Estimation, Sensors, MDPI, 2013
Collaborative programming by demonstration in a virtual environment, IEEE Intelligent Systems, 
IEEE Computer Society, 2012 

정 영 식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세부연구분야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관리,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멀티미디어 운영 시스템
대 표 저 서 XML 워크샵, MATLAB을 이용한 수치해석, C언어로 설명한 알고리즘

대 표 논 문

“Adaptive network-based fuzzy inference model on CPS for large scale intelligent and cooperative 
surveillance,” Computing, Volume 95 Issue 10-11, pp.977-992, Oct. 2013
“Adaptive resource management scheme for monitoring of CPS,“ Journal of Supercomputing, Vol. 
66, Issue 1, pp57-69, ISSN 0920-8542, Oct. 2013
“MSNS: mobile sensor network simulator for area coverage and obstacle avoidance based on 
GML,” EURASIP Journal on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JWCN) Vol. 95, No 1, 
pp.1~15, 08 Mar. 2012
“Large-Scale Middleware for Ubiquitous Sensor Networks”, IEEE Intelligent Systems, Vol. 25, No. 
2, pp. 48-59, ISSN 1541-1672, March/Apr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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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승 현
전 공 분 야 컴퓨터그래픽스

세부연구분야
3차원 객체의 형상 모델링 및 변형 기술 개발, 3차원 객체의 기하학적 처리 기술 개발, 가상캐릭터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기술 개발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그래픽스 가상증강현실 응용수학기초
대 표 저 서 Sweep-based Approach to Three-Dimensional Shape Deformations, Verlag Dr. Muller, May, 2008  

대 표 논 문

Efficient Hausdorff Distance Computation for Freeform Geometric Models in Close Proximity,
Computer-Aided Design, Vol. 45. No. 2, pp. 270-276, 2012..
Coons BVH for Freeform Geometric Models, In Proceeding of SIGGRAPH ASIA 2011, 
ACM Transaction on Graphics, Vol. 30, No. 6, Article 169, 2011.
Precise Hausdorff Distance Computation for Planar Freeform Curves using Biarcs and Depth Buffer,  
The Visual Computer, Vol. 26, No. 6-8, pp. 1007-1016, 2010.

정 승 원
전 공 분 야 컴퓨터비전
세부연구분야 3D 영상 처리, 영상 인식, 혼합현실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 사운드 개론 멀티미디어 영상처리 컴퓨터비전입문

대 표 논 문

A Consensus-Driven Approach for Structure and Texture Aware Depth Map Upsampling,” IEEE 
Trans. Image Process., vol. 23, no. 8, pp. 3321-3335, Aug. 2014.
A Modified Model of the Just Noticeable Depth Difference and its Application to Depth Sensation 
Enhancement, IEEE Trans. Image Process., vol. 22, no. 10, pp. 3892-3903, Oct. 2013.
Depth Sensation Enhancement Using the Just Noticeable Depth Difference, IEEE Trans. Image 
Process., vol. 21, no. 8, pp. 3624-3637, Aug. 2012.
Sharpness Enhancement of Stereo Images Using Binocular Just-Noticeable-Difference, IEEE 
Trans. Image Process., vol. 21, no. 3, pp. 1191-1199, Mar. 2012.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3 2 2 기초 학사1년 　 2 　
MME2007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년 　 1 　
MME2019 2D게임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년 　 2 　
MME2038 창의적공학설계 2 1 2 기초 학사1년 　 1 　
MME2039 응용수학기초 3 3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MME2040 2D그래픽실습 2 1 2 기초 학사2년 　 1 　
MME2041 멀티미디어알고리즘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2 　
MME2042 멀티미디어자료구조 3 3　 0　 기초 학사2년 영어 1 선택필수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1 　
MME4013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2 　
MME4023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3 3 0 전문 학사4년 　 2
MME4070 모바일콘텐츠제작(캡스톤디자인) 3 1 4 전문 학사4년 　 2
MME4071 3D게임프로그래밍(캡스톤디자인) 3 1 4 전문 학사3년 영어 1 선택필수
MME4072 게임및로봇지능 3 3 0 전문 학사3년 　 2
MME4073 멀티미디어시스템설계와분석 3 3 0 전문 학사3년 　 2 선택필수
MME4079 컴퓨터그래픽스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1
MME4080 멀티미디어사운드개론 3 3 0 전문 학사3년 　 1
MME4081 멀티미디어 영상처리 3 3 0 전문 학사3년 　 2
MME4082 컴퓨터비전입문 3 2　 2　 전문 학사4년 　 1



584 2015 Course Catalog

※ 유의 사항

(1) 선택필수 5과목 중 최소 3과목을 이수해야 함. 

(2) 외국어 강의의 ○ 표시는 지금까지 영어 강의를 진행했던 과목을 표시한 것임. 

(3) √ 표시가 있는 과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영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기와 교수님 사정에 따라 운영됨.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 학과목 이수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학년별, 학기별로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1학기 2학기
1학년 MME2038 창의적공학설계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 실습

2학년
MME2007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MME2042 멀티미디어자료구조
MME2040 2D그래픽실습

MME2019 2D 게임프로그래밍
MME2039 응용수학기초
MME2041 멀티미디어알고리즘실습

3학년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
MME4071 3D게임프로그래밍(캡스톤디자인)
MME4079 컴퓨터그래픽스
MME4080 멀티미디어사운드개론
MME4086 3D그래픽실습

MME4023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MME4070 모바일콘텐츠제작(캡스톤디자인)
MME4072 게임및로봇지능
MME4073 멀티미디어 시스템설계와 분석
MME4081 멀티미디어영상처리

4학년

MME4082 컴퓨터비전입문
MME4083 멀티미디어클라우드컴퓨팅
MME4084 웨어러블컴퓨팅
MME4087 웹플랫폼콘텐츠개발(캡스톤디자인)
MME4089 멀티미디어네트워크
MME4090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MME4023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MME4085 실감미디어융합콘텐츠산학연계(캡스톤디자인)
MME4088 휴먼컴퓨터인터랙션(캡스톤디자인)
MME4090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MME4091 가상증강현실

○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게임공학트랙과 미디어공학트랙 중 선택하여 이수하며, 복수로도 이수 가능하다. 

각 트랙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트랙내부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6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수체계로 학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 공통과목군, 게임공학 

트랙 과목군, 미디어공학 트랙 과목군, 필수과목군을 4가지 색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ME4083 멀티미디어클라우드컴퓨팅 3 3　 0　 전문 학사4년 　 1
MME4084 웨어러블컴퓨팅 3 3　 0　 전문 학사4년 　 1

MME4085
실감미디어융합콘텐츠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4년 　 2 선택필수

MME4086 3D그래픽실습 2 1 2 전문 학사3년 　 1
MME4087 웹플랫폼콘텐츠 개발(캡스톤디자인) 3 1 4 전문 학사4년 　 1 선택필수
MME4088 휴먼컴퓨터인터랙션(캡스톤디자인) 3 2 2 전문 학사4년 영어 2
MME4089 멀티미디어네트워크 3 3 0 전문 학사4년 영어 1
MME4090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4년 영어 1/2
MME4091 가상증강현실 3 3 0 전문 학사4년 영어 2 　

현장실습 3 0 4 전문 학사3/4년 　 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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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서는 선후수 지정 교과목을 알아보기 쉽게 다시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전공
선수 교과목 후수 교과목1 후수 교과목2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멀
티
미
디
어
공
학

전공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

실습

전공 MME2007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전공 MME4070
모바일콘텐츠제작
(캡스톤디자인)

전공 MME2019 2D게임프로그래밍

전공 MME4087
웹플랫폼콘텐츠개발

캡스톤디자인
전공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전공 MME4073
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와분석

전공 MME4089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전공 MME2042
멀티미디어
자료구조

전공 MME2041 멀티미디어알고리즘실습

전공 MME4071
3D게임프로그래밍
(캡스톤디자인)

전공 MME4072 게임및로봇지능

전공 MME4088
휴먼컴퓨터인터랙션

캡스톤디자인

전공 MME4079 컴퓨터그래픽스 전공 MME4091 가상증강현실전공 MME2039 응용수학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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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는 각 트랙별로 이수 권장 교과목을 전공기초와 전공전문 교과목으로 알아보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게임공학트랙

기초프로그래밍실습
창의적공학설계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자료구조

응용수학기초
컴퓨터그래픽스

2D게임프로그래밍(캡스톤디자인)
멀티미디어알고리즘실습

➡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멀티미디어시스템설계와분석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3D게임프로그래밍(캡스톤디자인)
모바일콘텐츠제작(캡스톤디자인)
웹플랫폼콘텐츠개발(캡스톤디자인)

멀티미디어네트워크
게임및로봇지능
2D그래픽 실습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이산구조
공학선형대수학

기하학
확률과 통계

물리학
인터넷프로그래밍
정보시스템분석
컴퓨터보안
메카트로닉스

논리학

미디어공학트랙

기초프로그래밍실습
창의적공학설계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자료구조

응용수학기초
컴퓨터그래픽스

2D게임프로그래밍(캡스톤디자인)
멀티미디어알고리즘실습

➡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멀티미디어시스템설계와분석
멀티미디어응용시스템
멀티미디어영상처리
멀티미디어사운드개론

컴퓨터그래픽스
가상증강현실

웹플랫폼콘텐츠개발(캡스톤디자인)
휴먼컴퓨터인터랙션(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이산구조
공학선형대수학

기하학
확률과 통계

인터넷프로그래밍
메카트로닉스
정보시스템분석
컴퓨터보안
디자인공학
논리학

복수전공트랙

기초프로그래밍실습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자료구조

응용수학기초
컴퓨터그래픽스

2D게임프로그래밍(캡스톤디자인)
멀티미디어알고리즘실습

➡ ※게임공학, 미디어공학 트랙 중 1 
트랙 이상을 이수

일반대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고급게임프로그래밍, 게임알고리즘이론, 게임인공지능이론, 게임엔진분석론, 게임시스템개발론, 
멀티미디어네트워크론, 컴퓨터그래픽스론, GPU병렬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영상처리론, 

멀티미디어사운드처리론,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론, 휴먼머신인터랙션론

 교과목 해설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Introduction to Programming in C

본 과목은 프로그래밍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생들이 프로그래밍 개념에 천천
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학생들은 표준 C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함
으로써 컴퓨터가 주어진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알고리즘 설계, 자료형,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This course is targeted to the students who have no or very little programming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get you familiar with programming concepts at a relatively 
slow pace.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how to use computers to solve computational problems, by 
writing programs for the computer using the ANSI C programming language. We will explore the 
basic concepts of computer systems, algorithm design, data types, and program structures.

MME2007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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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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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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대상으로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undamentals of the object-oriented programming using C++. The  
course aim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many opportunities for writing their own codes, while 
avoiding syntax-oriented training. Students are recoMMEnded to have prior knowledge on C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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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computer game programming. In this course, the 
student learns how to design 2D games, creating a simple game as part of the course. The course 
is set up so that the student develop his/her own 2D engine from the ground up learning proper 
game programming techniques. This course also introduces students to 2D Game Engines and gives 
them experience in using them.

MME2038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이 강좌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속에서 멀티미디어공학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각 
분야별 특징 및 신기술 등을 공부한다. 또한 멀티미디어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고, 이를 
팀별로 구현 및 개발해 봄으로써 공학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익히고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
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력, 창의력, 해결력 등의 종합적인 공학설계 능력을 갖추게 된다.

This course introduces an overview of multimedia engineering and its prospect. Students will propose 
creative ideas for multimedia system and implement their ideas in groups. By these processes, 
students will have engineering abilities such as analysis and creativity for solving given problems.

MME2039 응용수학기초 Introduction to Applied Mathematics

본 강좌에서는 게임제작 및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학습한다. 
세부 주제로는 선형대수학, 기하학적 변환, 기구학, 게임 물리 및 이산수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배경 지식
으로는 기초 미적분학과 프로그래밍 언어 (C 또는 C++)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the student with a solid foundation in mathematics for game 
programming and computer graphics. Topics include fundamental concepts of linear algebra, 
geometric transformation, kinematics, game physics, and some related numerical techniques. The 
prerequisites for the course are an understanding of elementary calculus and proficiency in a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 C or C++.

MME2040 2D그래픽 실습 2D Graphic Design Practice

게임 화면의 그래픽(배경 및 캐릭터, 아이템, 오브젝트 등)에 관한 드로잉 및 원화작업 및 컴퓨터그래픽 디자
인 기법을 학습한다. 2D 게임그래픽에 필요한 배경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애니메이션, 조형 및 색체이론 등
에 관한 작업과 게임제작과정의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실습과 이론을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computer graphic design, digital drawing and concept design for computer games 
including map, characters, items, and objects etc. Students learn background design, character 
design, animation and chromatics for 2-D game graphics through practical exercises and theoretical 
study.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게임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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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2041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실습 Multimedia Algorithm Design and Practice

이 강좌에서는 분할정복 알고리즘, 탐욕(greedy)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밍 등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분
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먼저, 고급 자료 구조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학습한다. 스트링 매칭, 내부와 외부 
검출, 내부 정렬, 최단 경로 구하기나 컬러링(coloring) 등의 그래프(graph) 알고리즘, 다차원 검색트리, 게임
트리, 상태공간 트리 탐색, 유한상태기계(FSM) 등의 그래프(graph) 구조와 기본 연산 알고리즘 등을 다룬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go 봄으로써 응용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The course covers techniques for efficient algorithm design, including divide-and-conquer, 
dynamic programming, greedy algorithms, and time/space analysis. It deals with advanced data 
structures and their operations such as multidimensional data structures, game trees, state space 
tree and finite state machine, and several algorithms including string matching, internal and 
external searching, internal and external sorting, finding shortest path finding and minimum-cost 
spanning trees. We will gain some abilities of solving problems by programming them.

MME2042 멀티미디어 자료구조 Multimedia Data Structures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량 데이타를 조직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스택(stack), 큐(queue)를 포함한 
리스트(list) 구조, 이진 트리, 이진검색트리를 포함한 트리(tree) 구조, 우선순위큐(priority queue), 그래프
(graph) 구조 등과 연관된 기본 연산, 정렬과 검색에의 응용을 다룬다.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
하는 방법과 응용 능력을 키운다.

The course covers several structures of organizing various kinds of data, and their uses for 
applications. It basically deals with linear lists including stack and queue, trees including general 
trees and binary trees with binary search tree and heaps. It also includes priority queue, graph 
structures, and some applications for searching and sorting. It deals with primitive operations for 
the structures by programming skills and their implementation techniques. 

MME4011 멀티미디어 데이타베이스 Multimedia Database Processing

문자 숫자의 비즈니스 정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구성과 조직 방법, 저장 구조, 검색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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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으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학습한다. 이로써 전반적인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This multimedia database processing course presents an overview of organization, storage and  
retrieval of multimedia information including business data. It covers a concept of traditional 
database(DB) system and its architecture, DB models, DB design methodology, data languages such 
as SQL for querying, DB storage and indexing, and reviews some system examples such as Oracle, 
SQL Server and DB2, furthermore Web DB processing, information visualization, multimedia DB 
system as some DB applications. It encompasses a hypertext system as a new way of organizing and 
accessing information.

MME4013 멀티미디어 운영시스템 Multimedia Operating Systems

멀티미디어 컴퓨팅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핵심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
영 체제의 역할, 동작 원리와 기능을 학습한다. 컴퓨팅 하드웨어의 주요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체제의 프로세
스 관리, 동기화, 메모리 관리 등을 학습한다. 본 과목을 통해 다른 고급 멀티미디어 시스템 과목과 프로젝트
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This multimedia operational systems course presents an overview and advanced architectural 
features of computing systems, and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computer operating 
systems. This course covers the organization and design (the kernel and various subsystems) of 
computing hardware devices and operating systems, process management, interprocess 
communication, process synchronization, memory management. It serves as a foundation of all high 
level multimedia computing course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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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023 멀티미디어 응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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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미디어 응용 형태를 창출하여 그 시스템을 설계해 보면서, 필요한 기본 이론과 구현 기술을 논의하면서 멀티
미디어 응용 능력을 키운다.

Multimedia systems have a wide range ofapplications that combine a variety of different media 
types, HW devices and SW component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l eisure and entertainment, 
information services, advertising, virtual reality and simulation and so on. In this course, principal 
ideas of multimedia applications, and their system architecture are discussed to develop student’s 
design capability of multimedia system and multimedia contents. Implementation technologies 
including OS support, network and hardware architectures for media processing, programming 
services, and multimedia systems services, can be also discussed.

MME4070 모바일콘텐츠제작
(캡스톤디자인)

Mobile Contents Production(Capstone Design)

모바일 기기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작성에 사용되는 프로
그래밍 언어와 관련 도구의 사용법을 공부하고, 이를 이용해서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또한 전화 관련 기
능, 위치 정보, 데이터 통신과 같은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2D/3D 그래픽
과 디지털 음원/동영상 재생, 디지털 이미지 촬영과 같은 미디어 기능을 가진 응용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강좌에서 익힌 기술을 통합하여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을 익힌다.

Students acquire the skills to make the application program for mobile units. They study the 
programming languages used to make the mobile application program and how to use the relevant 
tools. They make the application programs using such programs and tools. Furthermore, they make 
the application programs reflect the features of a mobile environment including call-related 
functions, location data and data communication. They lear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application program with the media functions including 2D/3D graphics, play of digital sound 
source/moving pictures and digital image taking. They learn the techniques to make one application 
program by integrating the acquired skills in the lecture.

MME4071 3D게임프로그래밍
(캡스톤디자인)

3D Game Programming(Capstone Design)

이 강좌는 3D 게임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이론을 소개하며, 3D 게임 제작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3D게임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렌더링시스템, 지형시스템, 물리시스템, 애니메이션, 이펙트, 셰이더 등의 
기술들을 소개한다. 강좌에서는 실제로 하나의 3D게임을 기획하고, 이를 3D게임엔진을 활용하여 제작해 봄
으로써 3D 게임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해 보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3D game programming techniques and methodology.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basic 3D concepts, transformation and lighting pipeline, camera 
management, importing 3D objects, drawing 3D objects, input, special effects, collision detection, 
sound, particle systems, and texturing. This course also presents 3D Game Engines and gives them 
experience in using them.

MME4072 게임및로봇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for Game and Robot

이 강좌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응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과목이다. 특히, 게임
과 로봇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의 응용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여러 인공지능의 기초이론과 연구 등을 학습한다. 
강좌에서는 지식표현, 논리, 계획수립, 기계학습, 자연언어처리, 컴퓨터시각, 에이전트 등의 기본 인공지능 
이론들을 학습하며, RPG, RTS, 스포츠, 시뮬레이션, 액션게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인공지능기법들을 소개
한다. 또한 로봇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인공지능개념들도 소개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entir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applications area. Also, this course teaches the techniques 
developed for real-time adaptive control of AI methods most suitable for gam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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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073 멀티미디어시스템설계와분석 Multimedia System Design and Analysis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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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기법
을 단계별로 학습하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in software engineering to develop software for 
multimedia and information systems. It covers the principles, methods, and techniques of software 
systems, such as SW life cycle processes, planning, product definition, development, test, 
implementation, maintenance, documentation, SW cost and schedule estimation. It encompasses 
project management issues as well as technical development principles and methods. Student teams 
will apply acquired knowledge to a substantial project.

MME4079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본 과목은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소개한다. 수강생들은 3차원 객체의 모델링 및 3차원 
장면의 렌더링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적 이론들과 계산 기법들을 배운다. 또한, 그래픽스 응용프로그램의 제작
을 위해 표준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인 OpenGL를 이용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진
행한다. 배경 지식으로는 선형대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 (C 또는 C++)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3D computer graphic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graphics pipeline which generates a two-dimensional image from three-dimensional 
scene. In addition,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techniques for 3D geometric modeling, surface 
rendering, illumination model, hidden surface removal, and interactive GUIs. Based on these topics, 
students will learn how to write a graphics program using OpenGL (open graphics library). The 
prerequisites for the course are an understanding of basic linear algebra and proficiency in a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 C or C++.

MME4080 멀티미디어 사운드 개론 Introduction to Multimedia Sound

멀티미디어 중 음악, 음성, 음향 등의 소리를 신호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각종 기법을 
익히며, 사운드 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샘플링 이론, 주파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한 신호변환과 특정 성분
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디지털 필터 등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사운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호처
리 기법을 학습한다.

The sound including music, voice, effect sound is analyzed as one-dimensional signal, and many 
signal processing technologies are introduced. To obtain higher level of sound processing capability, 
sampling theory and frequency domain sound processing, for example, transformation and digital 
filter, are explained. In addition, basic technologies for sound signals are introduced and also 
confirmed practically with software tools.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미디어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
편하였음.

MME4081 멀티미디어 영상처리 Multimedia Image Processing

영상에 대한 화질 개선 및 복원, 경계선 또는 윤곽선 검출, 영역 검출, 영상 압축 등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C나 C++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연습을 통해 영상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학습한다.

Based on primitive knowledge of still images learned earlier, a variety of middle-level still image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ntroductory processing technologies of moving image are presented. 
In addition, experimental practices are given to understand images wide as a stand point of 
prograMMEr by programming the learned image processing algorithms with C or C++.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미디어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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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082 컴퓨터비전입문 Introduction to Computer Vision

영상처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영상을 통해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통하여 획득하는 방
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적하는 기법을 공부하며 이를 이용하는 얼굴 및 글자 인
식의 원리를 공부한다. C나 C++를 이용하여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연습을 통해 
영상 활용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requires a sufficient level of understanding of digital image processing. The way of 
extracting meaningful information from multimedia contents, such as face and text, is studied. 
Basic feature detection, description, and tracking methods are discussed in detail, and futher 
studies toward detection and recognition algorithms are introduced. In addition, experimental 
practices using C or C++ are given to advance understanding of computer vision algorithms.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미디어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신설하였음.

MME4083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Multimedia Cloud Computing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멀티미디어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클라우트 컴
퓨팅 메카니즘,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클라우드 플랫폼, 응용 개발 패러다임, 진보된 개념 및 기술들을 학습
한다. 컴퓨팅 환경에 활용에 대한 가상화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융합적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undamental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mechanisms, cloud 
computing architecture, cloud computing models, cloud platforms, application development 
paradigms, advanced concepts, and technologies for service of multimedia large scale data based 
on new computing environments. Basically this course includes the principles of virtualization and 
convergence computing technology such as internet of things.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미디어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신설하였음.

MME4084 웨어러블컴퓨팅 Wearable Computing

웨어러블 컴퓨터는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컴퓨터를 뜻한다. 이 강좌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팅 분야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웨어러블 컴퓨터 산업을 주도하
고 있는 기술 접근방법별 개발 현황 및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Wearable computers, also known as body-borne computers or wearables are miniature electronic 
devices that are worn by the bearer under, with or on top of clothing. The course provides the 
student with the fundamental knowledge needed in the rapidly growing field of Wearable 
Computing. This course also introduces the technical approach, specific developments and 
technology trends that are driving the wearable computer industry.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미디어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신설하였음.

MME4085 실감미디어융합콘텐츠
산학연계(캡스톤디자인)

Realistic media convergence content 
University-industry linkage (Capston Design)

실감 미디어공학은 다양한 타분야와 결합하여 활용되는 기술 분야이다. 이 과목은 타분야 산업체와 함께 도출
한 실감형 융합형 연구개발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 설계, 구현해보는 산업체 맞춤형 프로젝트 과목이다. 예를 
들어 건축 모델링 SW, 교육 SW, 의료 SW, 국방 시뮬레이션 SW 등의 콘텐츠를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Realistic media technology is utilized in conjunction with a variety of other field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plan, design, and implement a contents which was proposed from the industries in 
the area of Realistic media technology. For example, contents such like architectural modeling SW, 
education SW, medical SW, military simulations, etc. will be implemented.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게임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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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086 3D 그래픽 실습 3-D Graphic Design Practice

3차원 객체를 표현하는 폴리곤 모델링(polygon modeling), NURBS, 패치 모델링(patch modeling) 방법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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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focuses on patch, NUBS and polygon modeling techniques required to create texture and 
light 3-D objects. Students develop the principles of 3-D character modeling while exploring the 
creation of game characters.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게임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음.

MME4087 웹플랫폼콘텐츠개발
(캡스톤디자인)

Web Platform Contents Development (Capston 
Design)

이 강좌는 iPhone/iPodTouch에서 구동하는 2D 및 3D 게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Objective-C와 
iPhoneSDK 그리고 OpenGLES의 중요한 Feature들을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개인 또는 팀단위 게임제작 
프로젝트 수행하는 과목이다. XCode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리소스와 메모리
를 관리하며 iPhone/iPod Touch의 특성을 살린 흥미로운 Gameplay를 가지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This course covers some important features of Objective-C, iPhone SDK and OpenGL ES which are 
required to create 2D and 3D games that run on the iPhone/iPod Touch. Individuals or teams will 
complete game production projects. Students will be guided to produce games with interesting 
Gameplay emphasizing the features of iPhone/iPod Touch as well as to effectively manage the 
resources and memories in the mobile environment and the projects on XCode. This class will be 
appropriate for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of computer programming.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게임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음.

MME4088 휴먼컴퓨터인터랙션
(캡스톤디자인)

Human Computer Interaction (Capston Design)

이 강좌에서 수강생들은 HCI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들을 학습한다. 미래 
사회나 실생활에서 인터랙티브 컴퓨팅 시스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와 평가를 위해 
HCI 이론, 개발절차, 인터랙션 스타일, 디자인 방법들을 학습한다. 또한 영상, 사운드, 제스처 등의 입출력 
센서를 이용하여 컴퓨터, 로봇 또는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기계들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간단한 HCI 콘텐츠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해 봄으로써 HCI의 확장된 개념을 이해하고, 그 활용성을 경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s with fundamental theories of HCI. Students will learn basic theories, 
development procedures, interaction styles, and design patterns of HCI contents. Furthermore, 
students will be given a chance to develop their own HCI contents interacting with computers, robots 
and embedded systems using various I/O sensors (image, sound, gesture etc.) Consequently, students 
will deeply understand the extended concept of HCI and experience its usefulness.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게임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음.

MME4089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Multimedia Network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웹 기반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웹 기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 구조 및 구성요소와 동작 원리를 학습학고 예제를 
통한 웹기반 멀티미디어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법을 이해한다. 학습한 이론을 간단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해 봄으로써, 실제 웹 기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활용 기본 능력과 응용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network communication based on Web for multimedia 
data service with text, image and video and so on. It covers operational principles of multimedia 
network, network H/W and S/W architectures, technologies, protocols, and applications with some 
practical examples. Students will improve their skill for multimedia network programming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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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several actual programming assignments. Students are recoMMEnded to have prior 
knowledge on multimedia network to improve the basic and application capability. 

MME4090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이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종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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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과 기술을 응용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student’s producing their own works for graduation. Students acquire deep 
experience to find their topics and solve the full process of practical projects, which are setting 
up goal, requirement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test and project management skill. Practical 
project is designed such that students apply to a realistic engineering problem the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hey have gained through their academic and independent studies. They work under 
supervision of a member of academic staff.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게임공학트랙’ 및 ‘미디어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
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음.

MME4091 가상증강현실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본 과목은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되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과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 감각기관의 특징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설계의 원리들을 고찰한다. 
증강 및 가상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의학,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되는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
고, 최근 개발된 대표적인 하드웨어를 다루어 봄으로써,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간단한 증강현실 및 가상현
실 시스템을 제안한다.

This course presents comprehensive reviews on hardware and software of virtual reality (VR) and 
augmented reality (AR) according to the technical advance. Through the case studies of various 
VR/AR systems in education, game, medical system and entertainment,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design principles for VR/AR systems. Students also have valuable opportunities to deal with some 
representative hardwares and propose their own system using them.

비  고 본 트랙은 기업체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게임공학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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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 설정배경

인류가 땅을 경작하기 위해 돌, 나무를 이용하여 도구

를 만들던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 철기시대 로 

오면서 인류의 생활 전반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사용하던 시대의 재료로 구분되

고, 새로운 재료와 함께 새로운 발전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신소재는 “특성 면에서 기존의 재료보다 

뛰어나거나 기존의 재료가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기

능을 갖고 있어 그 효용 가치가 큰 재료”로 21세기의 

인류에게는 작게는 인문, 사회, 자연, 미학, 의학 분

야 등 사회 전반에 두루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

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

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 교육목표

1. 프로그램 교육목표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 산업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두루 활용되고 

미래 기술 산업에 기저가 된다. 아울러 학부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초이론교육, 실험·실습으로 유

능한 공학도를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에서는 기존의 금속/

재료/세라믹/고분자재료를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나노 

소재”, “에너지 소재”, “전자/정보 소재”의 3개의 분야

로 구성되어 있다.

- 나노소재 : 나노 소재의 결정구조, 미세조직, 상변

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계적, 물리적 및 화

학적 특성을 강의한다. 또한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소재, 공정의 개발을 위한 나노 영역

에서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원리와 응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 에너지 소재 : 화석 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등 많은 

신재생 에너지원은 근본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나노 

소재 및 전자/정보소재의 융 복합 구성으로  Fuel 

Cell 및 Battery소재의 이해에 대하여 교육한다.

- 전자/정보 소재 : 유기, 무기, 고분자 합성 및 다양

한 가공 기술 등 핵량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반

도체, 회로 소재 등의 다양한 전자제품 등의 소재

에 대하여 교육한다.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은 각각의 소재에 대한 제조

공정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학 

분야(BT, IT, NT, CT, ET, ST),에서 요구되는 소재

의 개발 및 사용에 적합한 물성을 다룬다. 미래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소

재의 구조와 성질을 구분하는 기본 이론과 원리에 대

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통하여 전공 기초지식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Energy and Material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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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고학년에서는 전자정보 소재, 첨단구조 소재, 

환경/에너지 소재 및 바이오 소재 등의 전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전공 선택 과목을 적절히 이수토록 

함으로써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

하였다.

1.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는 각 소재의 구조와 특

성에 대한 기본 이론과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춤으로 써 실무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2. 나노소재, 전자/정보,에너지소재등 각 분야에 대

한 심층있는 지식과 응용을 접목할 수 있는 공학도

를 양성한다.

3. 올바른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팀

의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동심

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학과(전공) 소개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의 공식 출범은 2013년 3

월 학부생 40명의 입학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2012

년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준비위원회의 설립이 

그 실제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 설립 

당시 화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

학과 등 다양한 과에서 선발된 겸임 교수 6인이 참여

하였으며, 2013년 3월 화학과 강용묵 교수와 나노정

보과학기술원 김기강 교수의 전입과 한영규, 노용영 

신임교원 2인의 충원으로 인해 전임교수 4명, 겸임교

수 6명으로 본격적인 학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

다.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준비위원회 위원이

었던 강용묵 교수가 1대 학과장으로 취임, 현재 노용

영 교수가 2대 학과장으로 학과를 이끌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는 눈부신 과학기술적 발

전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각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작용이 유일한 미래 산업과 교육

을 통한 새로운 인재 창출의 돌파구 중 하나로 제시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는 공학 기술 내에

서의 융합은 물론이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

학， 미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해낼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최근 국내 주요 대

학에서는 융합대학를 설치하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연계전공 과정들을 개설하여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

고 있다

본 신설 융합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는 재료 분야에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노 소재”, “에너

지 소재”, “전자정보 소재”의 3개 트랙을 전문 분야 

안에서 융합하며 일부 “인문사회과학 소양” 분야를 

교육 과정에 학제간 융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

공한다.

아래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향후 본 학과의 교육 

발전 전략을 크게 1단계 3년간과 2단계 2년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단계에서는 교원, 교육 프로그

램, 시설/공간 등 기본적인 교육 요소들을 순차적으

로 구축하여 발전 강화하며, 매년 구축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피드백 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

다. 특히, 졸업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로 재

학생 설문조사, 외부 (산업체 등) 평가, 자체 평가 등

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년 교육 프로그램의 

순환 평가를 추진하도록 한다. 2 단계에서는 교육 평

가 자료를 통해 향후 융합형 교육의 발전 강화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융합 교

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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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는 21세기 지식 정보사회

를 이끌어갈 학문과 기술의 발전, 창의적 기술개발, 

그리고 정보산업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양성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소재의 개발

이 필수적이므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

다. 기본적으로 재료공학부 졸업생은 제철,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의 소재 산업체로 취업이 가능하며, 

삼성, LG등의 전기·전자 산업체 등을 비롯한 기계, 

자동차, 조선 등 넓은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아

울러 국·공립 및 기업 연구소, 학교 등의 연구개발 

분야 전문직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최첨단 기술 개발

의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재료

분야의 경우는 타 공학 분야에 비해 연구, 개발관련 

수요가 많아 연구직으로 진출기회가 많은 특징을 갖

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재료공학 관련 대학의 취업현

황은 학부 졸업생의 경우 83.4%이며, 대학원 졸업생

은 94.8%이다. 특히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디스플

레이 관련 소재 분야로의 진출이 가장 많았고, 산업기

계, 정밀화학 관련 소재분야 등에도 다양하게 진출했

다. 이밖에도 기술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해 정부 부처

의 관료로 진출하거나,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어 재료에 관련한 특허 소송을 다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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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강 용 묵
전 공 분 야 무기재료, 에너지재료, 고체화학
세부연구분야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나노 유·무기소재
학사학위과정 KAIST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창의적재료공학설계 신소재공학실험1 세라믹공정 세라믹재료

대 표 저 서
“Tailored nanostructures of SnO2 and thei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for energy storage”, a 
chapter in, “Metal Oxide Nanostructures and Their Applications”, edited by Ahmad Umar and 
Yoon-Bong Hahn, The American Scientific Publishers, 2009.

대 표 논 문

“Structurally stabilized olivine lithium phosphate cathodes with enhanc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through Fe doping”,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Vol. 4 (2011) p. 4978.
“Rational Design of 3D Dendritic TiO2 Nanostructures with Favorable Architectures”, J.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 133 (2011) p.19314.
“The effect of morphological modification on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SnO2 nanomaterial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Vol. 18, (2008), p. 455.

김 기 강
전 공 분 야 나노소재성장
세부연구분야 2차원구조소재(Graphene, Hexagonal Boron Nitride, TMDs)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학사
석사/ 박사
통합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료열역학I 재료열역학II 재료결정학개론 고체물리I 고체물리II

대 표 저 서
Nanoelectronic Device Applications Handbook;
Section IX Graphene Devices: Nanotransistors Using Graphene Interfaced with Advanced 
Dielectrics for High-Speed Communication

대 표 논 문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exagonal boron nitride film as a dielectric layer for graphene 
devices”, K.K.Kim, A. Hsu, S. M. Kim, Y. Shi, M. Dresselhaus, T. Palacios, and J. Kong, ACS NANO, 
6 (10), 8583-8590, 2012. 09. 12.
“Synthesis of monolayer hexagonal boron nitride on Cu foil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K.K.Kim, A. Hsu, S. M. Kim, Y. Shi, M. Hofmann, D. Nezich, J. F. Rodriguez-Nieva, M. Dresselhaus, 
T. Palacios, J. Kong, Nano Letters, 12(1), 161-166, 2012.01.

“Synthesis of Patched or Stacked Graphene and hBN Flakes: A Route to Hybrid Structure 
Discovery”, S. M. Kim, A. Hsu, P. T. Araujo, Y.-H. Lee, T. Palacios, M. Dresselhaus, J.-C. Idrobo, 
K.K.Kim, J.Kong, Nano Letters, 13(3), 933-941, 2013.02

남 경 완
전 공 분 야 재료화학, 재료전기화학
세부연구분야 에너지 저장재료, 방사광 X-선 구조분석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신소재공학개론I 신소재공학개론II 재료전기화학 에너지변환및저장재료

대 표 논 문

Kyung-Wan Nam, Seong-Min Bak, Enyuan Hu, Xiqian Yu, Youngning Zhou, Xiaojian Wang, Lijun 
Wu*, Yimei Zhu, and Xiao-Qing Yang*, “Combining in situ Synchrotron X-ray Diffraction and 
Absorption Techniques with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o Study the Origin of Thermal 
Instability in Overcharged Cathode Materials for Lithium-Ion Batterie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Frontispiece article), Vol. 23 (8), pp 1047–1063 (2013). 
Yan-Yan Hu, Zigeng Liu, Kyung-Wan Nam, Olaf J. Borkiewicz, Jun Cheng, Xiao Hua, Matthew 
Dunstan, Xiqian Yu, Kamila M. Wiaderek, Lin-Shu Du, Karena W. Chapman, Peter J. Chupas, 
Xiao-Qing Yang, Clare P. Grey*, “Origin of additional capacities in metal oxide lithium-ion battery 
electrodes”, Nature Materials, Vol. 12(12) pp1130 – 1136 (2013). 
Enyuan Hu, Seong-Min Bak, Jue Liu, Xiqian Yu, Yongning Zhou, Steven N. Ehrlich, and Xiao-Qing 
Yang* and Kyung-Wan Nam*, “Oxygen-release Related Thermal Stability and Decomposition 
Pathways of LixNi0.5Mn1.5O4 Cathode Materials”, Chemistry of Materials, Vol. 26 (2), pp 1108–1118 
(2014).



598 2015 Course Catalog

노 용 영
전 공 분 야 유기전자 및 인쇄전자용 소재, 소자
세부연구분야 유기전자공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유기재료 전기전자재료공학 반도체소자물리 반도체소자공정 소재분석실험
대 표 저 서 Polymer electronics; Chapter 3 Polymer Field-Effect Transistors, Pan Stanford Publishing, Ltd

대 표 논 문

Downscaling of self-aligned, all-printed polymer thin-film transistors, Yong-Young Noh, Ni Zhao, 
Maria Caironi & Henning Sirringhaus, Nature Nanotechnology 2, 784-789 (2007)
Simple Bar-Coating Process for Large-Area, High-Performance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and Ambipolar Complementary Integrated Circuits, Dongyoon Khim, Hyun Han ,Kang-Jun Baeg, 
Juhwan Kim, Sun-Woo Kwak, Dong-Yu Kim, Yong-Young Noh* Adv. Mater. 2013, 25, 4302–4308
Remarkable Enhancement of Hole Transport in Top-Gated N-Type Polymer Field-Effect     
Transistors by a High-k Dielectric for Ambipolar Electronic Circuits, Kang-Jun Baeg,  Dongyoon 
Khim, Soon-Won Jung, Minji Kang, In-Kyu You, Dong-Yu Kim, Antonio Facchetti,  and Yong-Young 
Noh* Adv. Mater. 2012, 24, 5433.

한 영 규
전 공 분 야 물리화학
세부연구분야 양자 및 계산화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화학과(전공) 이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화학과(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화학과(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물리화학I 물리화학II 무기화학 촉매재료

대 표 논 문

Enhanced pseudocapacitance of ionic liquid/cobalt hydroxide nanohybrids, ACS Nano, 7, 2453 
(2013)
Anisotropic volume expansion of crystalline silicon during electrochemical lithium insertion: an 
atomic level rationale, Nano Lett., 12, 5342 (2012)
Can an electron-shell closing model explain the structure and stability of ligand-stabilized metal 
clusters?, J. Am. Chem. Soc., 133, 6090 (2011).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ME2001 창의적재료공학설계 3 2 2 기초 1학년 1 전공필수
EME2002 에너지공학개론 3 3 0 기초 1학년 2
EME2004 재료열역학I 3 3 0 기초 2학년 1
EME2005 재료열역학II 3 3 0 기초 2,3학년 2
EME2007 유기재료 3 3 0 기초 2학년 1
EME2008 재료결정학개론 3 3 0 기초 2학년 1
EME2009 신소재공학실험I 3 1 4 기초 2학년 2
EME2010 물리화학I 3 3 0 기초 2학년 1
EME2011 물리화학II 3 3 0 기초 2,3학년 2
EME2012 전기전자재료공학 3 3 0 기초 2학년 2
EME2013 신소재공학개론I 3 3 0 기초 2학년 1
EME2014 신소재공학개론I 3 3 0 기초 2학년 2
EME4001 반도체소자물리 3 3 0 전문 3학년 1
EME4002 반도체소자공정 3 3 0 전문 3학년 2
EME4003 고체물리I 3 3 0 전문 3학년 1
EME4004 고체물리II 3 3 0 전문 3학년 2
EME4005 무기화학 3 3 0 전문 3학년 1
EME4006 촉매재료 3 3 0 전문 3학년 2
EME4007 세라믹재료 3 3 0 전문 3학년 1
EME4008 세라믹공정 3 3 0 전문 3학년 2
EME4009 재료전기화학 3 3 0 전문 3학년 1
EME4010 에너지변환및저장재료 3 3 0 전문 3학년 2
EME4011 소재분석실험 3 0 6 전문 3학년 2



599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

08

공
과
대
학

 선후수 이수체계도

선수  교과목 후수  교과목1 후수  교과목2 후수  교과목3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MSC PRI4001 미적분학및연습Ⅰ MSC PRI4012 미적분학및연습Ⅱ 　
MSC PRI4003 일반화학및실험Ⅰ MSC PRI4014 일반화학및실험Ⅱ

전공 EME2013 유기재료
전공 EME2010 물리화학1 전공 EME2011 물리화학2
전공 EME4005 무기화학 전공 EME4006 촉매재료

전공
필수

EME2001 창의적재료공학설계 전공 EME2013　신소재공학개론Ⅰ 전공 EME2014 신소재공학개론Ⅱ

전공 EME2012 전기전자재료공학 전공 EME4001 반도체소자물리 전공 EME4002 반도체소자공정
전공 EME2004 재료열역학Ⅰ 전공 EME2005　재료 열역학Ⅱ
MSC PRI4014 일반화학및실험Ⅱ

전공 EME2009　신소재공학실험ⅠMSC PRI4002 일반물리학및실험1
전공 EME2013　신소재공학개론Ⅰ
전공 EME2013　신소재공학개론Ⅰ

전공 EME4008 세라믹공정
전공 EME2004 재료열역학Ⅰ
전공 EME2013　신소재공학개론Ⅰ

전공 EME4007 세라믹재료
전공 EME2004 재료열역학Ⅰ
전공 EME4003 고체물리Ⅰ 전공 EME4004 고체물리Ⅱ

 교과목 해설

EME2001 창의적재료공학설계 Creative Materials Engineering Design

신소재와 관련된 공학적인 설계과정을 위한 실질적 이해를 위해서 재료 설계와 제작을 결정방법, 최적화, 경
제적 타당성, 추진 계획, 신뢰성 및 품질관리기법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개념이 재료설계 및 제작에 적용되
는 사례를 학습하고 실질적인 개념설계 과정을 실습한다.

This course teaches various methodologies for materials design, their optimization and improvEMEnt 
of reliability and quality.

비  고
강의방식: ppt, 판서
선수권장: 일반물리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EME2002 에너지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nergy Engineering

에너지의 정의와 역사, 환경,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현황 및 전망을 소개하고 전통적 에너지원인 석유, 가스의 
탐사 개발기술, 생산현황 및 전반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선진각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현
황을 비교분석하여 에너지 소비특성, 안정적 수급방안을 파악한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태양열, 풍력, 수소, 지열, 연료전지, 조력, 바이오매스, 오일 셰일 등 신ㆍ재생에너지
의 종류와 특성, 소비현황, 개발에 대하여 학습한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전체 1차 에너지 가운데 신ㆍ재생에
너지의 공급비중, 개발현황, 전망 등을 고찰함으로써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This course addresses definition and history of energy resources and overview of various energy 
resources including hydrocarbon, atomic, solar, hydrogen energy, biomass and fuel cells. It also 
introduces to petroleum and natural gas engineering.

비  고
강의방식: ppt, 판서
선수권장: 일반물리학및실험, 미적분학및연습, 일반화학및실험
선수과목: 창의적재료공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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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2004 재료 열역학 I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

재료공학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물리적이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는 4개의 열역학 법칙들의 물리적/수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과목은 4개의 
열역학 법칙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응(기체반응, 고체반응 등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The purpose of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s to understand and expect the various chemical 
reactions and physical phenomena in material engineer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mathematical meanings of the four laws of thermodynamics and to apply them. 
Therefore, in this lectu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four laws of thermodynamics, various 
reactions (gas reaction, solid reaction and so on) are discussed deeply.

비  고
강의방식: ppt, 판서
선수권장: 일반물리학및실험, 미적분학및연습, 일반화학및실험

EME2005 재료 열역학 II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I

재료공학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물리적이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는 4개의 열역학 법칙들의 물리적/수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과목은 4개의 
열역학 법칙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응(기체반응, 고체반응 등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The purpose of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s to understand and expect the various chemical 
reactions and physical phenomena in material engineer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mathematical meanings of the four laws of thermodynamics and to apply them. 
Therefore, in this lectu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four laws of thermodynamics, various 
reactions (gas reaction, solid reaction and so on) are discussed deeply.

비  고
강의방식: ppt, 판서
선수권장: 일반물리학및실험, 미적분학및연습, 일반화학및실험
선수과목: 재료열역학I

EME2007 유기재료 Chemistry of Organic materials 

본 과목은 재료의 한가지 종류인 유기재료의 기본 화학, 물성, 합성법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우선 유기재료의 기본 구성요소에 이해를 하고 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결합에 대해서 이해한다.
또한 유기화합물의 명명방법과 다양한 유기화학물의 합성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유기화학물의 기본 물성과 구조 및 이를 이용한 산업적 응용 제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This course give an understanding of how can make organic molecule and structure of those 
materials. Details are synthesis of organic molecules such as linear hydrocarbon, ring aromatic 
molecule, ether, acids, alcoholic molecule etc. and the naming and structure, properties also will 
be given in the course.   

비  고
교수가 준비된 교재와 강의자료로 강의, 토론 및 숙제 발표 병행 
선수과목: 일반화학및실험1,2

EME2008 재료결정학개론 Introduction to Crystallography of Materials

재료의 결정 구조는 재료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칙적인 배열
은 재료를 구성하는 원자의 결합 및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 본 과목은 
재료의 결정격자와 기초적인 결정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축계, 대칭요소와 대칭 조작, 32결정점
군, 17 평면군, 230 공간군과의 확장성을 알아보고 재료의 물리적 특성이 결정이 갖는 대칭과의 관계를 이해
하는 것이 목표이다.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x-선 회절에 대해서도 기초를 다룬다. 

The crystallography of materials could be explained by periodic atomic array of which material 
consists. Since the regular array depends on the atomic bonding or characteristics in materials, it 
has various directivity. In this lectu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e crystal lattice and basic 
lattice structure, it is explored the Bravais lattice, symmetry elEMEnt, symmetry operati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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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lographic point groups, 17 plane symmetry groups, 230 space groups, and symmetry 
expansion. In addition, it is discuss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and symmetry of crystal. For the analysis of crystal structure, x-ray diffraction is also 
discussed.

비  고
강의방식: ppt, 판서
선수권장: 일반물리학및실험, 미적분학및연습, 일반화학및실험

EME2009 신소재공학실험 I Experiment I for materials science

본 교과목은 재료의 전자기적, 광학적, 열적 성질과 구조적 특징을 실제 실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모든 수강 학생은 다양한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재료의 이러한 근본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임.

This course will offer the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materials 
including electrical, optical, thermal, surface, and structure properties through series of class 
lectures and laboratory experiments.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ies to characterize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materials using various instruments themselves. This course will be 
covered such as electrical measurEMEnt, optical measurEMEnt,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atomic force microscopy and so on. 

비  고 선수과목: 일반물리학및실험1, 일반화학및실험1,2, 신소재공학개론

EME2010 물리화학I Physical chemistry I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및 원자, 나아가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나 원자핵의 문제, 또 이들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입자와 복사선과의 상호작용 등 양자역학 법칙을 따르는 화학적인 다양한 현상의 이해
를 본 수업의 목표로 함. 본 수업에서는 양자 이론 소개 및 원리, 양자화학의 응용, 원자의 전자구조 및 스펙트
럼, 분자의 구조 및 대칭성을 다루어, 향후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분광학, 반응속도론, 전하 이동, 
표면화학, 전기화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Quantum theory: introduc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tomic structure and atomic spectra, 
molecular structure, and molecular symmetry 

비  고 선수과목: 일반화학및실험1,2

EME2011 물리화학II Physical chemistry II

물질에 의한 빛의 흡수나 복사를 분광계, 분광광도계 등을 써서 스펙트럼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해석해서 그 
물질의 에너지 준위나 구조, 전이 확률, 온도 등을 연구하는 광학의 한 분야. 양자 역학 탄생의 바탕이 되었고 
그 뒤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 스펙트럼의 관측을 통해 물질 중의 전자와 원자핵의 배열, 그리고 운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광학은 물질의 연구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진동, 회전, 자기공
명, 전자전이에 관하여 학습하고자 함.

Rotational and vibrational spectroscopy, electronic transition spectroscopy,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비  고 선수과목: 물리화학I

EME2012 전기전자재료공학 Electrical properties of materials 

본 과목은 재료의 중요한 물성 중 하나인 전기적인 물성에 대한 기본 이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전도체, 반도체, 절연체 전자재료의 기본 구조와 이에 따른 물성에 대해서 이해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전자재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신소재로써 나노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이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This course give an basic understanding of electrical properties of materials based on tructure of 
the materials.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conductive, semiconducting and insulating materials will 
be given based on the classical and quantum mechanics point of view. In addition, recent rising 
electrical materials such as nano material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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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2013 신소재공학개론I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은 기계, 우주항공, 조선, 에너지 등의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컴퓨터, 정보
통신과 같은 전자공업의 눈부신 발전의 덕택이다. 이와 같은 획기적 발전은 기존 재료의 품질 개선과 새로운 
재료의 개발, 응용과 같은 재료산업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새로운 재료
의 중요성과 그 수요는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신소재공학개론에서는 현대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함양하여, 전공분야로 접근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입문 과정이다. 본 과목에서는 금속재료를 기반으로한 공업재료의 이해를 위한 가공공정, 조직과 성질과의 
상관관계를 공부한다. 이를 위해 원자결합, 결정구조, 확산, 재료의 기계적 성질, 소성변형, 강화기구, 상평형
과 상변태, 금속재료의 공정 등을 다룬다. 

Our everyday life enormously benefited from the development in modern products in many fields 
of engineering such as mechanical, aerospace, marin, semiconductior, computer and 
information&technology engineering. Such development can not be made without corresponding 
advancEMEnt in materials that are used in many products. This course aims to introduce 
fundamental concepts for understanding engineering materials, which will build bridges to more 
specialized topics of various field of materials science. This course will focus on understanding of 
process-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s for metallic based materials by dealing with 
atomic-bonding, crystal structure, atomic diffusion, mechanical properties, phase equilibrium and 
transformation and processing of metals.

비  고
강의방식: ppt, 판서
선수권장: 일반물리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선수과목: 창의적재료공학설계

EME2014 신소재공학개론 II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I

금속재료와 함께 대표적인 재료로 현재 우리의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재료, 고분자재료, 및 복합재
료의 구조와 특성을 비교, 이해하고, 상기 재료의 제조를 위한 공정에 대해서도 배운다. 또한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료들의 부식 및 방식,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특성들을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각각의 특성
들을 활용한 구조재료, 전자/정보재료, 나노재료, 환경/에너지재료 등을 이용한 최신 응용분야도 소개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fundamental understandings of structure,  property and processing of 
ceramic-, polymer-, and composite- materials, which are widely used in our daily life. In addition, 
various materials properties including corrosion-, electrical-, thermal-, magnetic- and optical- 
properties of three types of materials as well as state-of-the-art applications regarding each 
materials property will be covered and discussed.  

비  고
강의방식: ppt, 판서
선수권장: 일반물리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선수과목: 신소재공학개론I

EME4001 반도체소자물리 Physics of semiconductor devices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소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디스플레이, 휴대폰등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러한 반도체 소재
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소자가 사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반도체를 이용한 다양한 전자소자
의 구동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우선 반도체 소재의 전기적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다
이오드, 트랜지스터, 솔라셀, LED, LD등 다양한 반도체 소자의 구동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We are using various semiconductor based electronics devices in every day life. For example, those 
devices can be parts of computer, display, mobile phone etc. This course aims to provide full 
understanding on electrical properties of semiconducting materials, and operating mechanims and 
physics of various electronics devices including diodes, transistors, LED, solar cell, and LD.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신소재공학개론I, 물리화학, 
선수과목: 전기전자재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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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4002 반도체소자공정 Process for semiconductor devices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소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디스플레이, 휴대폰등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러한 반도체 소재
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소자가 사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공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우선 반도체 박막의 증착을 위한 진공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박막 증착공정에 대해서 학습한다. 특히 다양한 CVD, PVD등 다양한 증착공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다. 또한 패터닝을 위한 광식각공정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도체 공정이 실제 제품
생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사례를 제공한다.  

We are using various semiconductor based electronics devices in every day life. For example, those 
devices can be parts of computer, display, mobile phone etc. This course aims to provide full 
understanding on manufacturing processes to realize those semiconducting devices including diodes, 
transistors, LED, solar cell, and LD. Principle of vacuum process, various thin film deposition 
techniques such as CVD and PVD, will be discussed. In addition, patterning processes based on 
photolithograph will be discussed.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전기전자재료공학, 물리화학, 신소재공학개론I, 
선수과목: 반도체소자물리 

EME4003 고체물리I Solid state physics I

다양한 소재 연구에 있어, 고체 물리는 고체 소재의 기본이 되는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기초를 제공
하는 학문이다. 고체물리I 에서는 결정구조, 격자, 역격자, 포논, 에너지 띠 이론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Solid state physics provides the fundamentals to study the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In this 
course, we will introduce crystal structure, lattice, reciprocal lattice, phonon, and energy band theory.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일반물리학및실험, 미적분학및연습

EME4004 고체물리II Solid state physics II

본 학문에서는 고체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고체의 기본적인 특성 (광학적특성, 초전도체, 자성, 비정질 
고체, 고체의 계면, 결함)에 대해 물리적인 접근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료공학에서 사용하는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introduce optical, electric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and 
explore amorphous solid, interface physics, defects in solid. This course will help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solid.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일반물리학및실험
선수과목: 고체물리I

EME4005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무기화학은 화학에서 유기화학의 여집합의 개념으로 출발한 학문이다. 유기화학이 주로 탄소-수소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의 화학을 다룬다고 한다면 무기화학은 전이 금속, 희토류 금속과 이의 유기 화합물과의 
반응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학문이다. 그러나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유기
금속화학과 같은 많은 영역에서 두 학문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 무기화학의 응용은 촉매, 염료, 코팅, 
의약, 연료 등 실생활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수업을 통해 무기화학에 대한 소개 및 간단한 응용 
사례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

Inorganic chemistry is the study of the synthesis and behavior of inorganic and organometallic 
compounds. This field covers all chemical compounds except the myriad organic compounds (carbon 
based compounds, usually containing C-H bonds), which are the subjects of organic chemist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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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between the two disciplines is far from absolute, and there is much overlap, most 
importantly in the sub-discipline of organometallic chemistry. It has applications in every aspect 
of the chemical industry–including catalysis, materials science, pigments, surfactants, coatings, 
medicine, fuel, and agriculture.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물리화학I
선수과목: 일반화학및실험1,2 

EME4006 촉매재료 Materials for catalysis

촉매란 반응과정에서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반응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촉매의 역할이다. 촉매는 촉매와 반응물의 상에 따라 
반응물과 촉매가 상이 같은 균일계 촉매, 반응물과 촉매가 상이 다른 불균일계 촉매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촉매의 역할에 따라 산화-환원 촉매, 산-염기 촉매, 금속 촉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촉매가 
반응속도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반응과정에서 물질 간의 반응경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 수업을 통해 
다양한 촉매작용을 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하고자 한다.

The chemical nature of catalysts is as diverse as catalysis itself, although some generalizations can 
be made. Proton acids are probably the most widely used catalysts, especially for the many 
reactions involving water, including hydrolysis and its reverse. Multifunctional solids often are 
catalytically active, e.g. zeolites, alumina, higher-order oxides, graphitic carbon, nanoparticles, 
nanodots, and facets of bulk materials. Transition metals are often used to catalyze redox reactions 
(oxidation, hydrogenation).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권장 교과목: 물리화학I, 
선수과목: 일반화학및실험1,2, 무기화학

EME4007 세라믹 재료 Introduction to Ceramics

세라믹 재료의 기초과학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로서 세라믹 재료의 구조 및 반응론, 소결의 기초원리에 관한 
이론적 개념과 기계적, 열적,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특성의 기초 개념과 이를 이용한 응용분야에 대한 개괄
적 소개를 포함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the fundamental theories of ceramic materials such as their crystal structures, 
defects, sintering and so on. Furthermore, the applications of ceramic materials depending on their 
optical, magnetic, thermal, electronic and mechanical properties will be also given.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과목: 신소재공학개론I, 재료열역학 I

EME4008 세라믹 공정 Ceramic Processing

합성, 가공에 관련된 세라믹 공정의 기초 원리와 공정 기술에 관해서 배운다. 세라믹 공정의 이해를 통해 세라
믹 부품 제조와 공정 개선 능력을 키우게 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fundamental theories dominating ceramic processing and related 
technologies. Through this lecture, the students will understand how the theories of ceramic 
materials can be utilized for real applications.

비  고
강의방식: 강의 및 토론
선수과목: 신소재공학개론I, 재료열역학 I

EME4009 재료전기화학 Materials Electrochemistry

재료전기화학은 연료전지,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의 에너지 변화 및 저장 기술의 핵심이 되는 학문으로 최근 
들어 재료공학의 중요한 학문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전기화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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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전기화학 반응 및 분석법을 다룬다. 전기화학 반응과 연관된 물리화학적인 기본 개념, 전극반응의 개요, 
전극/전해질 계면에서의 전하이동 및 계면반응을 이해한다.

There has been substantially growing interest in electrochemical science for decades as it lies in 
the heart of the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technologies such as fuel cell, solar cell and 
rechargeable batteries.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fundamental concepts in electrochemistry 
and introduce various electrochemical processes and methods. Basic principles of physics and 
chemistry in electrochemical science, overview of electrode processes, thermodynamics, charge 
transfers and interfacial reactions will be covered and discussed.

비  고
강의방식: 강의(PPT, 판서) 및 토론
선수권장: 일반화학및실험1,2, 신소재공학개론, 물리화학

EME4010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재료 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화석에너지 자원 고갈 및 환경 규제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 에너지의 광범위한 실용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과목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및 슈퍼캐패시터 등의 전기화학적 원리를 기반으로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 다루고 최신 연구동향도 소개한다. 본 과목
을 통하여 이러한 기기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한다. 

There has been enormously growing interest in utilizing renewable energy sources due to the 
increased concerns in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refore,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for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is inevitable for the wide sprea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his course will provide concepts of working principles and advanced 
materials that are used in 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systems including solar 
cells, fuel cells, rechargeable batteries, and supercapacitors. Through the journey in this course, 
students are anticipated to understand why and how these systems are advantageous in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

비  고
강의방식: 강의(PPT, 판서) 및 토론
선수권장: 일반화학및실험1,2, 신소재공학개론, 물리화학, 재료전기화학

EME4011 소재분석실험 materials characterization 

본 교과목은 신소재의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장비의 원리, 배경 이론 및 실제 사용법을 
습득하는 실험과목이다. 재료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X-ray를 바탕으로 한 x-ray diffractometry와 소재
나 박막의 전자배치 및 원소분석을 위한 x-ray and UV photoelectron spectroscope, 소재나 박막의 표면 
구조를 관찰할수 있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및 atomic force microscope에 대한 이론 및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된 다양한 다른 분석장비의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 basic principle, theory and operating methods for three analysis tools 
for materials structure, surface properties, and electrical configuration of materials by XRD, UPS 
and SEM. In addition, a basic principle for various other analysis tools will be provided.   

비  고
강의방식: 이론강의 후 실험실습, 3명이상의 교수가 팀티칭을 수행함  
선수권장 교과목: 신소재공학개론I, 신소재공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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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교육학과는 교육학을 가르칠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교육현상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이

를 기초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등 실제적

인 교육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학자, 

교육연구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실천가 등을 양성함

을 목적으로 한다.

 학과(전공) 소개

본 학과는 1976년 창설되어 2015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동기에 개설되

었다. 그 당시 석사와 박사과정이 동시에 개설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1990년 말 부터는 학과 교

수들 간의 학문적 논의의 장이 열렸으며 최근에는 대

학원생의 참여로 학문공동체가 확대되고 있다. 2015

년 현재 우리 과는 열한 분의 교수님과 170여명의 학

부, 석사, 박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9년 동안 수십 명의 대학 교수와 교육행정가, 

교육 연구가가 배출되며 대외적으로도 독자적인 학

풍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전통적인 교육학 탐구 분야인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 등

은 최근에 이르러 좀 더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탐구영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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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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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사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교육학 교사 자격

증이 부여되며, 교육학 이외에 교직복수전공이나 교

직부전공을 이수하여 교과교사로서 중등교사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임용고시를 

교육학과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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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어, 사회, 윤리, 영어 등의 교사로 진출해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학 전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신이 담당할 교과의 학문적 내용과 방법을 

연마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전문가 및 기업체 교육연수관련 전문가

평생교육전문가나 기업체 교육연구관련 전문가가 되

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

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습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강좌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학과 학생

들은 전공 교육과정과 동시에 평생교육관련 강좌를 

선택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들 분야에서 전문

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학적 지식과 

동시에 현대 사회와 문화 및 그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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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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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선 형
전 공 분 야 교육행정ㆍ정책
세부연구분야 교육행정철학, 조직이론과 지도성, 조직학습과 지식경영, 창의교육과 교사론, 뇌기반 교육정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행정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 of Tasmania 교육행정 전공 Ph.D
담 당 과 목 교육행정학 의사결정과 교육정책 교육제도론

대 표 저 서
한국교육책무성 탐구(교육과학사, 2014, 공저)
한국교육행정학 연구 핸드북(학지사, 2012, 공저)

대 표 논 문
교육책무성: 개념과 원리 및 쟁점(2013)
교원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2012)
교육행정철학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과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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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 식
전 공 분 야 교육철학/서양교육사
세부연구분야 서양교육사상, 미학교육론, 도덕교육론, 비판이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A.
석사학위과정 Georg-August Univ. Goettinegn 교육학/사회학 M.A.
박사학위과정 Georg-August Univ. Goettinegn 교육철학 전공 Dr.disc.pol.
담 당 과 목 교육철학 서양교육사 가치교육론

대 표 저 서
이성1 - 우리의 이성 비판(이학사, 2010)
윌리엄 제임스 - 교육론(문음사, 2005)
현상학과 교육학(원미사, 2002)

대 표 논 문
교육사상 연구방법으로서 해석학(2014)
Kritische Ueberlegungen zur Richertschen Schulreform von 1924/25(2013)
미학교육의 범주로서 ‘Bildung’ 개념에 관한 연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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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학교’ 논의의 국내의 동향 : 공간-환경적,교육과정적,통합적 접근(2011)
학교 공간 변화에 있어 사용자 참여디자인이 갖는 효용성 및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2010)
사이버강의 몰입: 조건, 구성요인 및 그 영향(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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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교육사상편(한국국학진흥원, 2006, 공저)

대 표 논 문
조선시대 문묘 향사 위차의 특징과 그 교육적 시사(2012)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2011)
조선시대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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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와 언어(교육과학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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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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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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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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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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퍼거 증후군, 통합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학사학위과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육심리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Kansas 특수교육 Ph.D
담 당 과 목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대 표 저 서 특수아상담(학지사, 2012)

대 표 논 문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지원(시그마프레스, 2012)
사라진 진단명 혹은 새로운 출발: 아스퍼거 증후군과 DSM-5 관련 연구현황 및 쟁점(2014)
자폐성 장애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어머니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2013)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DU2001 교육학입문 3 3 기초 학사1 1
EDU2002 교육철학 3 3 기초 학사2 1 기본이수
EDU2003 교육행정학 3 3 기초 학사2 영어 1 기본이수
EDU2005 한국교육사 3 3 기초 학사2 2
EDU2007 교육과정이론 3 3 기초 학사2 2 기본이수
EDU2008 교육심리학 3 3 기초 학사1 2 기본이수
EDU2010 교육사회학 3 3 기초 학사2 1 기본이수
EDU2012 사고와표현 3 3 기초 학사2 2 기본이수
EDU4001 가치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03 교육공학 3 3 전문 학사3~4 2 기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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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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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교육연구 인력 및 
교육행정가

교육학입문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학
교육철학
교육제도론

➡

가치교육론
동양교육의 이해

의사결정과 교육정책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
교육연구법
교육과 문화

복수(부)전공
관련과목

평생교육, 기업체 
연수 관련 전문가

교육학입문
평생교육론
교육제도론

➡

기업교육론
교육공학
원격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인적자원개발론

산업복지론
여성교육개론
경영학원론
환경교육론
직업과 윤리

교육학 교사 및 
교직복수 전공 
관련 중등교원
(복수전공트랙)

교육학입문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철학

➡

교육공학
수업이론
교육통계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교육측정 및 평가

서양교육사
교육과정이론

인간발달과 학습
상담심리학
교육제도론

교직복수전공을 필수로 권장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DU4012 상담심리학 3 3 전문 학사3~4 1
EDU4015 서양교육사 3 3 전문 학사3~4 2
EDU4016 수업이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17 영성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1
EDU4018 원격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영어 1
EDU4019 인간발달과학습 3 3 전문 학사3~4 영어 1
EDU4020 특수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2
EDU4022 동양교육의이해 3 3 전문 학사3~4 2
EDU4024 기업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1
EDU4025 평생교육경영론 3 3 전문 학사3~4 1 기본이수
EDU4026 인적자원개발론 3 3 전문 학사3~4 영어 2
EDU4027 특수아행동지도 3 3 전문 학사3~4 영어 2
EDU4028 통합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1
EDU4029 교육학교육론 3 3 전문 학사3~4 2 기본이수
EDU4030 교육학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 1 기본이수
EDU4032 교육통계 3 3 전문 학사3~4 1
EDU4033 심리검사 3 3 전문 학사3~4 2
EDU4034 의사결정과 교육정책 3 3 전문 학새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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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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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성과 한계, 교사의 자질과 임무, 교직관의 유형과 윤리, 한국교육학의 과제와 전망 등 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교육학의 기본적 개념들과 전반적 윤곽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이다.

This course is a guide to study in EDUcation such as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study of 
EDUcation, research method, range, structure, relations between ideal viewpoint about human 
being and EDUcation, relations among religious, philosophic, psychologic and social viewpoints and 
EDUcation, function of EDUcation, elements, advantages, forms, possibility and limits of 
EDUcation, quality and duty of instructors, type and ethnic off teaching profession view, subject 
and prospect of study of Korea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general outlines of EDUcation study.

EDU2002 교육철학 Philosophy of EDUcation

교육철학의 학문적 성격과 방법 및 교육철학의 여러 입장과 이에 따라 교육이론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가 하는 것을 탐구함으로써 교육의 제반문제를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methods and various positions of philosophy of 
EDUcation as well as how the theory of EDUcation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m. As a result, 
this course helps students improve the ability to philosophically think various problems of EDUcation.

EDU2003 교육행정학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의 기본이론과 주요 내용을 학습하면서 교육행정이론발달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또한 교육행
정의 제 측면(조직관리, 계획, 장학, 재정, 인사, 시설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분석한다. 

This course analyzes concept, characteristic, essence, function, field and cont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theory and normative knowledg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is 
course also analyze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addition, the theory and reality about various aspects (management of organization, plan, 
encouragement of learning, finance, personnel, facility and etc.). Furthermore, this course aims at 
examining various theories of philosophic,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systematic approach as 
well as the scientific characte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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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xamines the past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by comparing with History of World 
EDUcation in relations to various social situations such as politic, economic, society, religion and 
so 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generality and particularity in history of Kroean EDUcation.

EDU2007 교육과정이론 Curriculum Theory

교육과정 이론과 실천에 관련된 핵심주제와 교육과정 연구 방법을 탐구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대안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안하고 전개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core object related to curriculum theory and practice as well as the 
research method of curriculum. Based on these, students are able to approach the curriculu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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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EDUcational field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as well as to foster the practical ability to 
systematically design and develop the curriculum on alternative dimension.

EDU2008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예. 발달심리, 학습심리, 지각심리, 인지심리, 성격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이 교
육장면에서 학습자와 학습과정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교육자로서 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다지도록 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EDUcational setting, this course learns the 
intellectu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of individual, principle of learning, characteristic 
and individual variation, and understands how these factors interact each other centering on 
learning. Furthermore, it helps to connect the knowledge of EDUcational psychology with practice.

EDU2010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교육사회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익히고, 기존 이론들을 비교 검토한 후 교육의 사회화과정, 교육과 사회계
층, 교육과 문화 등 교육과 사회와의 상호영향관계를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After learning the basic concept and method of EDUcational sociology, this course compares and 
examines the existing theories. This course analyzes socialization of EDUcation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EDUcation and society such as EDUcation and social stratum and EDUcation and culture 
in th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dimensions.

EDU2012 사고와 표현 Thinking and Writing

다양한 글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며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자신
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나아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논제를 제시하는 연습을 한다. 

This course understands various writings exactly, restructures to own words, develops own points 
of an argument about given subjects, and it practices how to presents a new subject creatively.

EDU4001 가치교육론 Axiology and EDUcation

도덕성, 가치,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다룬다. 가치 철학적, 사회적,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위에
서 도덕교육 접근들을 비교, 비판적으로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EDUcational approach to build up morality, value and attitude. Based 
on the philosophical, social morality development theory, this course compare and critically deals 
with the moral EDUcation approaches.

EDU4003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교수-학습과정에서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 학습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교수설계, 교수-학습의 조직, 교수-학습매체에 대하여 논하고 아울러 교사교육, 평생교육의 
측면에서도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researches the all concrete problems in teaching-learning process in order to find the 
most effective teaching method and learning method. In the concrete, this course discusses teaching 
plan, formation of teaching-learning and teaching-learning media and investigates the practical 
methods from the aspect of lifelong EDUcation.

EDU4004 교육과문화 EDUcation and Culture

문화의 교육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문화과정으로서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각기 다른 문화내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현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비형식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까지를 포함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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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larifying the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this course analyzes and compares the 
EDUcation carried out in the different cultures. This course includes from the informal domestic 
EDUcation to so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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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methods for EDUcation, to learn the practical 
skills and to develop the logical thinking for solving problems. This course deals with the literature 
research, questionnaire method, psychological test, observation and experiment in the general way.

EDU4006 교육제도론 Practice and The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이론과 규범적 지식을 터득하고 교육제도의 구축과정에 대한 비교 문화적 이해를 도모
한다.

This course learns fundamental theory and normative knowledge about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nalyz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ts social and its cultural 
background. In addition, this course practically analyzes the practice of various aspects of 
EDUcational institution as well as problems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t also investigates the 
alternatives to improve and reform those problems. Also, it conducts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ide by side by, including EDUcation institution of school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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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을 설명하는 이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이론들은 어떤 실천적 의
의를 지니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미비되었는가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주된 내용은 프로그
램 평가의 유형, 학생평가의 방법, 심리검사이론 등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way test or examination, grade, also recognition of 
various qualifications, which can be easily seen in the overall development process of EDUcation, 
are conceptualized and what kinds of methods are used. Therefore, this course generally examines 
theories which describe these activities, the practical meaning of these theories, and what aspects 
needs to be improved for better EDUcation. This course mainly deals with the types of program 
evaluation, methods of student assessment and a classical theory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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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문가
로서 기본 자질을 기른다.

This course learns the various theories and models of counseling in order to understand a role of 
counseling in EDUcational process. Expecially, as it provide students the training of the counseling 
techniques and communication skills, which are the foundations of counseling process, students 
improve ability as a special consultant.

EDU4015 서양교육사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서양교육의 역사를 문화사회적 배경, 교육제도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의 실천사적 측면과 각 시대마다 나
타난 교육사상의 측면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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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xamines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centering on the practical aspects of 
EDUcation, including socio-cultural background, EDUcation system and school EDUcation, as well 
as on the aspect of the EDUcational thoughts shown in each period.

EDU4016 수업이론 Theory of Instruction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동시에 계획하고 조작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사의 교육목적, 교수방법, 교수기술, 평가
방법 등이 교사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습효율의 측면에서도 연구한다.

This course studies that EDUcation objective, teaching method, teaching technique and evaluation 
method of teacher are effective as the process of planning and managing the teaching activity and 
learning activity at the same time not only in the aspect of teachers but also in the aspect of learning.

EDU4017 영성 교육론 Holy EDUcation

영성교육론은 환원주의, 분석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로 표방되고 있는 기존의 근대 교육의 패러다임에 내
재된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육의 핵심적 본질로서의 초월적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성교육론
에서는 기존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사회의 공동적 신앙으로서 초월적 종교성에 귀의하고, 이를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핵심으로 삼아 교육론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overcome the uppermost limits immanent in the existing paradigm 
of modern EDUcation, which claim to stand for rEDUctionism, Analyzationism, materialism and 
scientism, and to pursue the transcendental spirituality as the core essence of EDUcation. Also, this 
course int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religious EDUcation, to devote to 
transcendental religiosity as the common religious belief in the modern society, and to develop the 
EDUcational theory by making this as the core of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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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understands that distance EDUcation, which can 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is the major aspect of lifelong EDUcation at the point of time as converting into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Each type of various Distance EDUcation forms demands the 
certain hardware and software, and they have opportunities to examine and consider the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interaction.

EDU4019 인간발달과학습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이 과목은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의 소개 및 이의 교육적 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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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이론이 있으며, 각 이론의 기본 가정과 핵심적 개념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핵심주제
는 인지발달 및 인성발달 이론, 인지학습 이론 및 행동주의 학습이론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various psychological theories which describe human 
changes occurring in EDUcational process as well as to examin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s of 
these theories. In EDUcational setting, the overall understanding is required on the change of 
individual human being. On the assumption that students studied the EDUcational psychology 
designed for general understanding, students study theories focusing on the learning and 
development of human and the basic assumption and core concept of each theory. The core themes 
include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identity development theory, cognitive learning theory and 
learning theory of behavi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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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4020 특수교육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의 개념 및 일반교육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특수아동의 정의 및 장애영역에 따른 특성에 대한 기초적
인 지식을 함양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For special a child, who is different from normal child physically and mentally, it understands 
significanc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about them, and their mental, changeful 
characteristics. And, to realize their potential energy maximumly, it lectures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EDUcational service.

EDU4022 동양교육의이해 Introduction to Eastern EDUcation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기반인 전통적 교육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교와 
불교의 교육고전을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한문의 독해능력도 길러 동
양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 시대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기반인 전통적 교육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교와 불교의 교육고전을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한문의 독해능력도 길러 동양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 시대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EDUcation which is the common cultural foundation of East 
Asia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this course examines the old EDUcational books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learn to understand East Asian culture 
in-depth and improve the reading ability in Chinese writing at the same time, so that they could 
prepare themselves for the Pacific times, when the East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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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개발과 조직
변화를 위한 기업내 학습의 역할에 강조점이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구체화시킨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The course includes an analysis of the major theories and recent research of human resource 
EDUcation with emphasis on the assessment, design, delivery, and evaluation of workplace 
learning. The role of learning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leadership development is a major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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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한 경영전략, 리더십, 인사관리, 재정관리, 마케팅 등의 주요주제들을 다룬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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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능력을 증진시킨다.

Lifelong EDUcation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well as becoming the place which should satisfy 
a variety of complex needs of lifelong learners. As fo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ey have 
to survive in this turbulent market through strategic choices and efficient decision making, namely 
‘good management’. This course handles major issues for good management, such as strategy,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finance, and marketing. It does not only provide 
knowledge about management principles, vision making, planning, innovation methods that are 
specific and eligible fo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but also analyze the best practices and cases 
of good management. The course intends future lifelong EDUcation leaders to be equipped with 
management understanding and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for basic managemen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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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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향상
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의 활용 범위와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Human resources become a critical asset for both 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o survive in 
this turbulent market situation. Talent, even though it is a scarce resource, is potentially the most 
powerful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Main concerns for organizations are how it is available 
and how organizations are designed to make it their key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The fiel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dresses a variety of issues in relation to training and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have 
opportunities to discuss about how to develop employees with talent and how to make organizations 
high perform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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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behavior manage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cs of 
behavior. Specific behavioral support strategies and a lesson on preventing problem behavior are 
also discussed in terms of a behavioral support plan.

EDU4028 통합교육론 Introduction to Inclusive EDUcation

통합교육의 개념 및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 및 교수적 수정을 통한 일반교육과정에의 
접근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수 방법 및 전략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사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기른다. 

This course provides fundamental knowledge on inclusion including social integration as well as 
instructional adaptation. In addition, the course deals with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diverse 
learners in terms of teaching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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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설한 과목이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hat the students study about the meaning and value of EDUcation as 
a subject matter in secondary level and investigate how to organize curriculum in the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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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인 차원에서 교육학 지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investigating of the theory and practice how 
to select teaching methods and how to organize teaching materials in EDUcation in secondary level. 
Especially, this course is to develop skills of teaching and to improve making of teaching materials.

EDU4032 교육통계 EDUcational Statistics

이 강좌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의 실천 및 연구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적 분석에 요구되는 기본적 개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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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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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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하
게 한다.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기술통계 기법과 단순한 집단비교를 위한 추리통계 기법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methods required for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which are necessary for practice and research of EDUcation as well as school. 
And, it also focuses on rEDUcing students’ emotional distance to the statistics as well. Students 
lead to notice the difference between non-statistical questions and answers. And, by analyzing the 
actual data, it helps student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statistical concept 
necessary for the basic statistical presentation methods and group comparison. This course mainly 
deals with the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s and the inferential statistics for simple group 
comparison.

EDU4033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ing

심리검사는 상담, 임상, 학교, 회사 장면 등 우리 생활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
(tool)이다. 본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강의 전반부에서는 심리검사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 개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강의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검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탐색한다. 본 강의는 
상담 장면에서 개인 심리검사에 초점을 맞추므로, 다양한 심리검사들 중에서 상담 및 학교 장면에서 주요 사
용되는 검사(MMPI-2, MBTI, 그림검사, Strong 직업흥미 검사 등)의 구성과 내용 및 해석에 대해 알아본다. 
일부 심리검사를 직접 실습해보고 이를 해석하는 연습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A variety of psychological tests are being utilized as important tools to understand many aspects 
of human mind.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principles of psychological testing and measurement 
of various psychological constructs. This course consists of two major parts. The first part 
introduces students basic concepts and “big pictures” of psychological testing, including 
definitions, ethical issues, concep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ing. After 
building basic knowledge of psychological testing, the second part deals with structures and 
contents of various subject tests. Primary focus will be given to som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idely-used individual tests in counseling and school settings, such as MMPI-2, MBTI, HTP, and 
Strong Interest Inventory. 

EDU4034 의사결정과 교육정책 Decision making and EDUcational Policy

본 강좌는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선택의 상황성을 심리학, 경제학, 뇌신경학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조직수준의 정책결정과정의 정서적 측면과 상황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교육행정학의 실천가능
성과 교육현장 적용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This subject aims at examining the complex nature of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delicate 
situation relating to making a wise choice. It also identifies irrational aspects of policy making 
process in organizations based on a trans-disciplinary perspective embracing psychology, 
behavioral economics and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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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국어교육과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

지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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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교육의 충실, ② 내용 차원에서 세계화·정보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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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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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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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

는 연구가 새롭게 발달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화상 

교육, Computer Exploration, Simulation, Jigsaw 

Cooperated Learning, Mapping Construction, 

Discovery Learning 등 수없이 많은 새로운 교수법 

및 학습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국어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중등학교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유능한 

중등학교 국어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교육

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을 담당하

는 교사로서 구비해야 할 심화된 교과지식을 습득하

는 동시에 국어국문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바

탕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소정의 연구과정을 거

치면서 유능한 국어국문학 연구자 및 국어교육학 연

구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 강단 등에서 교수나 학

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국어교육의 주요한 한 갈래인 문학 영역의 학습을 통

해 풍부한 문학적 교양과 창작적 소양 및 작가적 기량

을 연마하여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평론 등 다양

한 장르에 걸친 전문 작가로서 문필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의 리포터나 구성작가, 카피라

이터 등 특정적인 언어기능을 발휘하는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국어교과와 관련한 지식을 

구비함으로써 국어전문학원과 보습학원 등의 국어강

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전문학습지의 교재 개발

국어교육과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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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집자로 활동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사회교

육센터 등에서 논술, 독서, 창작, 화술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개발

된 국어교육학 내지 국어국문학의 자질과 소양에 따

라 신문·방송·출판매체의 기자 및 편집인 등 언론

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복수전공 이수를 

통한 외국어나 연극영상학 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과 기능을 구비하면 번역 및 통역, 연극영화의 연출·

연기 등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학과(전공) 소개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

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

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

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 이라는 건학이념과 교원 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설립이념에 맞추어 

1968년에 창립되었다.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교육계에 커다란 기

여를 하였으며, 현재 학계와 언론계, 광고 및 출판계

와 행정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어교육과에는 국어교육,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지닌 5명의 전임교

수가 있고 그 아래 약 120명 정도의 학부생들이 공부

하고 있다. 학생들은 저마다 전공공부에 매진하면서 

학과 내에 구성된 여러 학회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

는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 학과 안에는 ‘우리말 한사

랑, 현대문학회, 고전문학회, 새벽’ 등의 학회가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다. 매년 11월에는 국어교육과 학부

생들과 일반대학원 선배들이 함께 연합 학술제를 열

고 그 성과를 담은 동국어문학학회지 발간하고 있

으며, 학생들은 2학년 때는 학술답사, 4학년 때는 교

생실습을 통해서 이론과 현장 지식을 두루 쌓고 있다. 

해마다 많은 졸업생들이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육계로 진출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받고 대학교수의 길을 걷거나 언론, 

방송, 출판계나 정부기관에 진출하여 활발한 사회활

동을 하고 있고, 문학 창작과 비평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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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식

의 기반 위에 교과교육학으로서의 국어교육학의 전

문 영역에 관한 연구가 가세해서 전문 학문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중등학교 교사

교육행정전문가

전문연구원 학자

사회교육센터 및 사설학원 전문 교육자

언론인 및 출판사 편집인



622 2015 Course Catalog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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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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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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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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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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KLE4047 고전문학교육자료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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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KLE4043 중세국어문법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KLE4045 국어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필수
KLE4046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 3~4년 2 필수

KLE4048
융합형국어교육의 
창의인성교수학습법

3 3 전문 학사 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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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1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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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지도사,
한국어 교육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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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자 및 
문예작가, 공연 

예술가, 
문화운동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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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31 현대문학입문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32 국어학의이해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43 국어사자료강독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62 국어어휘와표현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65 고전시가의세계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66 한국한산문읽기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67 현대시강독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2068 현대소설강독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63 국어의역사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64 훈민정음의이해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65 서사문화론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66 고전시가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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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인정 학점 : ( 38 ) 학점

 교과목 해설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67 고전소설론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70 중세국어문법의이해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72 국어학논문강독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73 한국불교문학·문화론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74 한국현대문화론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76 문학연구방법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79 국어음운과표준발음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83 한국고전명작세미나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84 우리한시읽기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85 고전과콘텐츠 3

KLE2002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Education

언어학의 보편적·일반적 이론과 더불어 표현 전달의 도구인 국어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연구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의 기본 개념과 일반 이론을 습득하고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를 연구는 
기반을 만든다.

This course researches the effective and desirable use of Korean language which is a tool of 
expression along with universal /general theories of linguistics.
Through this, students learn the basic concept and general theory of Korean language as well as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f Korean culture in Korean education.

KLE2005 현대시와 시교육 Modern Poetry and Poetry Education

문학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 단원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을 목표로 국내
외 현대시를 두루 섭렵하여 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ursue sentimental understanding and deep interpretation about 
poetries included in Korean textbooks of the secondary school as a method for the education of 
literatur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course outlines modern poetr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ill accept poetries as the object of nostalgia and will treat poetries as the object of 
research. Though this course, students develop the teaching and learning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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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theories related to “writing” which is one of four aspects in 
language usage then critically examines the writing ability in the situation of instruction-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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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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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research, followed by contemporary novel, that’s close Reading through individual works 
of fiction to get the essence of the empirical knowledge. Rather than analyzing works of fiction than 
expected theoretically specific, approaching the concrete experience through specific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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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the basic major course along with <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and Korean 
Education>, <Introduction to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Generally, it is characterized as the 
literature introduction, while it deals with the problems of <how to teach> including the 
appreciation of modern literature, theories and researches. And students cultivate the academic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this course.

KLE2023 현대문법교육론 Theory of Korean Grammar Education

학습자의 언어활동을 바르고 알맞게 하기 위해서 언어 요소의 체계적인 현대 문법 지식을 알고 지도할 수 
있는 국어교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For desirable language activities of learners, this course aims to bring up teachers of Korean 
language who know systematic modern grammar of language elements as well as can teach it.

KLE2024 구비문학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Oral Literature

한국문학에 있어서 구비문학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다. 구비문학의 역사에 나타난 지속과 변화의 양
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학적 전통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학사 연구의 기반을 다져 
효과적인 교수 학습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oral literature in Korean literature diachronically. 
Moreover, with overall examination on the aspects of continuation and of change in the history of 
oral literature, students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tradition. Also, this course 
strengthens the foundation of research on the history of literature so that it embodies the 
environment for effective instruction-learning.

KLE2025 고전문학교육의 기초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Education

고전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국문학의 범위, 갈래, 역사 등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문학
교육의 실제로 나아간다.

This course aims to foster teachers of Korean language who can instruct with the knowledge history 
of systematic grammar of language factor from the diachronic view, in order to set the language 
activity of students right. This course has the property of <Educational Theory of Grammar In the 
middle Ages> corresponding to <Educational Theory of Grammar in Modern Ages).

KLE2027 매체언어교육론 Theory of Media Language For Teachers

국어 정보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행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매스미디어·신문·TV·웹(WWW)을 이용
한 국어교육 및 컴퓨터를 이용한 한국어 쓰임을 연구한다. 이른바 ‘제 3의 물결’인 매체 언어를 다양하게 활용
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is an academic field, which studies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practice for 
informatization of Korean language. Students study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using mass 
media, news paper, TV, Web, and research the usage of Korean language using the computer. In 
other words, this course studies and makes practical use of the media language called “the 
thirdwave”.



627국어교육

KLE4004 한국현대문학의전개 Development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17, 8세기부터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중세문학의 해체 과정 및 현대문학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리고 문학사의 근본문제에 관한 
이론적 인식의 증진을 대상으로 삼는다.

This course focuses on identifying the fall of middle age literature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literature from 17th and 18th century to 8.15 independence diachronically. And this course also 
place great importance on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meaningful works in the history as well 
as the increase of theoretical cognition on the fundamental problems of literature history.

KLE4009 문예창작지도론 Theory of Literary Writing

문예창작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실제 창작 경험을 통해 기법의 숙련을 도모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creative writing and to acquire skills 
through actual creative practices.

KLE4011 멘토프로그램 Mentoring Program

국어교육의 각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을 연마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연습을 통해 국어 교과 교육의 
기량을 향상시킨다.

Cultivate basic knowledge to promote specialty of a Korean teacher, understand about secondary 
school by inviting current schoolteachers.

KLE4015 표준어와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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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to accurately know and learn the rules of Korean spelling and Korean standard 
language in order to communicate smoothly through the accurate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in 
the area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KLE4017 문학교육론  Theory of Literature Teachers

문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문학 일반과 한국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의 이해와 미적 감수성·상상력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
록된 문학단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재연구의 방법과 그 지도법을 터득하고, 나아가 문학의 이해와 감상, 창
작의 지도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seeks to the direction of the way to teach literatures and provides the systematic 
knowledge on general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this course pursues the 
understanding of life and feeling of Korean people and the increase of aesthetic sensitivity and 
creativity. On the one hand, chapters of literatures in textbooks of the secondary school as the 
objects, this course identifies the methods of textbook research and instruction. Furthermore, 
students learn the teaching methods of appreciation and creativity of literatures.

KLE4022 화법교육론 Theory of Narration Education

언어적 의사 소통의 기본 구조인 말하고 듣는 능력을 신장하고,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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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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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peaking and writing effectively. And it also cultivates the attitude of judging the use of 
language correctl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course identifies the pronunciation of 
consonant and vowel and the quality for desirable pronunciation. It also seeks to use right and clear 
speaking language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education of Korean standard pronunciation which 
is required and essential for teachers of Korean language. And at the same time, it helps students 
to be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can provide confident and creative teaching and learning. 
Finally, this course studies the ability of communication required for teachers of Korean language 
as well as th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speech, an area of Korean language.

KLE4031 고전문학교육자료강독 Reading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국어 교과서를 기본으로 국문학 교육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자료 
구성에 관해 연구한다. 

On the basis of Korean textbooks used in the actual secondary school, this course analyzes and 
examines the educational materials of Korean literature and studies the organization of new 
educational materials.

KLE4034 문학과문화교육론 Theory of Literature and Culture Education

국어교과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문화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화된 성찰을 경험함으로써, 문화적 
수양을 갖춘 국어교사를 지향한다.

Students move toward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with cultural attainment by experiencing broad 
understanding and deepened introspection in whole culture related to subjects of Korean language 
in direct and indirect ways.

KLE4035 고전소설교육론  Principles of Classical Korean Fiction Education

우리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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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selects strictly and reads the representative works with the form of fiction in Korea’s 
cultural heritages, which leads to the sufficient understanding about classical literature. In 
addition, this course focuses on developing an appreciative ey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classical prose and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pplying to the situation of instruction and 
learning. The merit of course is that it specifies the areas which is hard to understand with the 
existing <reading of classic prose>.

KLE4036 고전시가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Classical Poems and Songs

우리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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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selects strictly and read the representative works with the form of poems and songs 
in Korea’s cultural heritages, which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classic literature sufficiently. 
In addition,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an ey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classic poems 
and songs and to cultivate the adaptability depends on the situation of instruction and learning.

KLE4037 국어수업연습 Practice of Korean Language Class

국어교육의 각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을 연마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연습을 통해 국어 교과 교육의 
기량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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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cultivate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each are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ents strengthen the skills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and 
practical practice.

KLE4038 문예비평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Literature Criticism

문예비평이란 문학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오늘날까지 
발전된 문예비평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문학작품의 해석과 평가의 원리를 터득
할 수 있도록 한다.

Literary criticism is the concept which generalizes systematic and sentimental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estimation of literature work. This course understands the various aspects 
of literary criticism which have developed until today in the theoretical level, in order to apprehe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in literary work.

KLE4039 독서교육론 Theory of Teaching Reading

독서 현상과 독서 방법론의 이해 등을 증진하고, 독서 동기의 효과적인 자극을 통해 독서 능력의 신장을 도모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reading phenomenon and reading 
methodology. Also, it aims to strengthen the reading ability through an effective stimulus of 
motivation for reading.

KLE4040 고전산문교육론 Theory in Teaching Classical Prose

우리의 문학적 유산 가운데서 산문의 형식을 갖춘 대표적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함으로써 고전문학에 대한 
충실한 이해력을 기른다.

This course will select strictly and read representative works with the form of prose in cultural 
heritages, which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classic literature sufficiently.

KLE4041 의미와화용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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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empirical approach to the meaning in form of language, students learn the meaning in 
vocabulary, sentence and pragmatism. This course researches the change of meaning and relations 
with pragmatism and understands relations between the linguistic expression and concept to practice 
for correct value judgement. This course let students to perform the proper pragmatism education.

KLE4042 국어과논술교육론 Principle of Essay Writing Education and Korean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술문 작성 지도를 위한 교육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여 논술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Train essay teachers studying on educational principle and method for leading to write creative and 
logical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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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ims to foster teachers of Korean language who can instruct with the knowledge history 
of systematic grammar of language factor from the diachronic view, in order to set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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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f students right. This course has the property of <Educational Theory of Grammar In the 
middle Ages> corresponding to <Educational Theory of Grammar in Moder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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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Lanuguage Education Discourse” is a basic discour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y for researching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about the Korean Language Use, the 
Korean Language Grammar, and the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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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Study and Instruction Methods” focuses on how to apply 
Korean Education Instructional Methods to Korean Education fields after researching the concept, 
feature, typ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

KLE4048 융합형국어교육의창의인성
교수학습법

Converge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Creativity Personality Teaching-Learning Method

이 과목은 미래 국어교육의 모습을 가늠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
에 둔다. 미래 국어교육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영역과 과목의 통합뿐만 아니라 교과 간 결합을 중심에 둔 ‘융
합형 국어교육’이다. 융합형 국어교육은 하나의 단편적인 교수-학습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복합성의 체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적 기제가 요청된다. 이것이 바로 ‘창의 인성의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강의는 융합형 국어교육과 창의 인성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실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This course aims at think futur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quiry suitable teaching-learning 
methods practically. On of the future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Converge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focuses on not only an integration in one subject but also a convergence with 
many subjects. This converge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uld not implement a simple 
teaching-learning method, it needs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in complex systems. This 
method is “Creativity & Personality teaching-learning”. This course is to develop effective 
teaching-learning models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converge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creativity & Personalit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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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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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의 발전 과정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학습

함으로써 역사에 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기초적인 역사학 

이론 및 한국사와 세계사의 구체적 지식을 학습할 것

이며, 나아가 이러한 전문 지식을 역사 교육학적 내용

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장래 역사 교육에 관한 훌륭

한 교사 및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할 것이다.

 학과(전공) 소개

역사교육과의 전공은 크게 나누어 기초 교육과정(2

학년 전공)과 전문 교육과정(3,4학년 전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역사이론, 역사교육론 

및 교육방법론, 지역사(한국사, 아시아사, 유럽사 및 

제 3세계사)로 분류된다. 각각의 지역사를 다시 시대

순으로 세분하면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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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한 견해들을 역사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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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육과
Hist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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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의 근대적 경제 성장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식이나 대형 전쟁 등으로 인한 인간성

의 상실로 포스트 모던적 역사 인식과 이에 따른 역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문화적 현상이 역사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서 문화가 역사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고 

있고, 역사 연구에서 작은 생활 모습에 대한 미시사적

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일상 생활사가 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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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 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

양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중사에 새로운 각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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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으로 하여 역사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 전체적인 과정의 주제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역사 교육은 과거 생활의 기록인 역사를 통

해 우리의 현재 위치와 당면 과제가 무엇이며, 미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미래 세계의 변화에 좀 더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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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강 택 구
전 공 분 야 서양근현대사
세부연구분야 미국 근현대시기 정치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사교육과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Eastern Washington univ. Department of History  M.A.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서양고전봉건시대사 서양근대이행기의 역사 서양근현대사 서양사교육세미나

대 표 저 서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공저, 2008)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공저, 2012)

대 표 논 문
｢세계사 교육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언-중·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동국역사교육7‧8, 1999
｢미국 팽창주의 사상의 이념적 계승-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동국사학3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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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논리및논술

대 표 저 서
한국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2009)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대표저자, 20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대표저자, 2014)

대 표 논 문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박영효 태극기’ 1882)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1884)의 원형 발견
과 그 역사적 의의｣,한국독립운동사연구31, 2008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19, 2008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교육과정 개정 일정의 문제점｣, 한국사연구15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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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육특강 한국사회경제사

대 표 저 서
한국고대중세고문서 연구(공저, 2000)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2007)
중학교 역사 교과서(공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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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역사교육 및 문화사상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사교육과 문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역사교육자료탐구 국사교육자료강독 한국전근대사2 : 중세사 한국문화사상사

대 표 저 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2005)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2011)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2011)

대 표 논 문
｢중등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려후기 불교사의 서술과 문제점｣, 역사와교육9, 2000
｢고려말 이성계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2001
｢고려시대 유생의 서재와 그 문화｣, 한국교육사학28-2, 한국교육사학회, 2006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HIE2001 역사학개론 3 3 기초 학사1년 1 석사선수
HIE2002 역사교육자료탐구 3 3 기초 학사1년 2
HIE2004 국사교육자료강독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HIE2005 서양고전봉건시대사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HIE2006 동아시아고중세사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HIE2008 한국대외관계사 3 3 기초 학사2-3년 2
HIE2009 서양근대이행기의역사 3 3 기초 학사2-3년 1
HIE2010 서양사교육자료강독 3 3 기초 학사2-3년 2
HIE2012 한국전근대사Ⅰ:고대사 3 3 기초 학사2-3년 1 석사선수
HIE2013 한국전근대사Ⅱ:중세사 3 3 기초 학사2-3년 2 석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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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전공기초교과목 전공심화교과목 인접관련 학과 교과목 비고

중등학교
역사교사

역사학개론
한국전근대사Ⅰ:고대사
한국전근대사Ⅱ:중세사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근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서양근현대사

동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역사교육론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역사논리및논술

각국사교육자료강독
각국사교육론

각국사교육세미나
교육실습

교직복수전공
권장

대학원진학

역사학개론
한국전근대사Ⅰ:고대사
한국전근대사Ⅱ:중세사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역사교육론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역사논리및논술
시대사 심화 과목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심화전공 선택

교육행정직 
& 

역사업무관련
공무원

역사학개론
한국전근대사Ⅰ:고대사
한국전근대사Ⅱ:중세사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근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한국문화사상사
한국사회경제사

조직관리론
행정철학
교육제도론
산업교육론
상담심리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복수전공 
권장

복수전공트랙

역사학개론
한국전근대사Ⅰ:고대사
한국전근대사Ⅱ:중세사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근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서양근현대사

동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역사교육론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역사논리및논술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 사학과 개설 전체 전공 과목 지정 및 인정(기본이수과목 제외)

■ 최대 인정 학점 : 30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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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E4002 한국문화사상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IE4003 역사교육특강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04 서양근현대사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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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논리및논술 3 2 1 전문 학사3-4년 1
HIE4010 국사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사이버강의
HIE4011 한국사회경제사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12 국사교육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1
HIE4015 아시아사교육자료강독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17 한국근현대사 3 3 전문 학사3-4년 1 석사선수
HIE4018 현대세계와한국 3 3 전문 학사3-4년 2
HIE4020 역사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HIE4021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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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HIE2001 역사학개론 Introduction to History

역사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사학의 개념·사고·연구방법 및 사학이론의 발달 등을 중심으로 역사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This course instructs the basic of historic science, centering on concept, thoughts and research 
method of history and development of history theory.

HIE2002 역사교육자료탐구 Researching of Educational Documents & Infor. for 
History Education

역사와 역사교육에서 기초적인 역사용어, 왕실세계표, 연표, 역사사전, 영상 및 인터넷 자료 등 기본적인 역
사자료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킨다. 나아가 역사교육에 중요한 자료를 선정하되, 현행 중·고교의 교과서에 
인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학습시킨다. 즉 역사와 역사교육에서 기본적인 자료인 정사류, 
문집류, 금석문류, 사지류, 지리지 및 지도, 군지류, 지역사 및 향토사 자료(군지류), 야사 및 설화류, 유물·
유적 및 문화재 등에 대한 사적해제를 가르치고 사학사적인 흐름을 파악시켜 역사교육에 있어서 심화학습을 
유도토록 한다.

This course is to educate the grounding knowledge for the fundamental history materials such as 
the history terminology, table of world royal family, chronological table, history dictionary, image 
and internet data, which are the basic in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Furthermore, while 
selecting the important materials for history education, this course educates students centering on 
the basic history materials referred to text books of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s. In other 
words, this course teaches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document about the basic materials in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such as, Jungsa type, work collection, inscriptive recourses, 
tetrapods, Jiriji, map, regional history, local history data, unofficial history & story type, relic, 
remains and cultural assets, as well as the historical flow in order to induce the intensive studying 
of history education.

HIE2004 국사교육자료강독 Reading in Sources of Korean History-Education

한국사에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고 현행 중·고등학교용 국사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역사사료문헌 가운
데 가장 중요하고 빈번히 등장하는 사료를 선정한다. 선정 후 한문원전자료를 강독하고 번역된 사료들 가운데 
가치 있는 사료들을 접하게 하여 역사학도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예비 역사교사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중심의 맹목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역사연구방법을 체득케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함양토록 한다.

This course begins with selecting the historical material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nd most 
frequently referred to the current history textbook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which 
defintely need to be understood, among Korean history. And then it studies all materials of 
Hanmunwon(韓文源) and provides the valuable materials among translated history documents in 
order to prepare the grounding knowledge as the preparatory Korean teacher .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experience the history research method out of the blind learning centering on teacher in 
schools as well as understand the historical facts and develop historical ability an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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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lectures on historical establishment of ancient Greece and Rome societies as well as the 
rise and falls of the Feudal Society of the middle ages in order to provide understanding about 
historical establishment of Humanismistic tradition and Christianitic traditions, which are two 
flows of Wester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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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2006 동아시아고중세사 Ancient-Medieval History of East Asia

한자문화를 공유한 동아시아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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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제국이 정치, 문화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전해 나갔으며 동아시아 세계라는 공간적 질
서를 만들었는가를 탐구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culture and history of east Asian world which shares the Chinese 
writing culture. China is the one of the four civilizations of world and the most largest civilized 
country of ancient east Asian world. In this course, the special properties and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culture are investigated. Also, this course studies the way each 
dynasty of China and east Asia countries interacted with each other culturally and developed as well 
as how they made the spacial rule of east Asian world.

HIE2008 한국대외관계사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전근대 한국사에 있어서 대외관계사상 한국사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쟁점
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그 사료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대외관계사의 이
해를 통하여 세계사상에 있어서 한국사의 위치와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한다.

This course mainly considers the events which had hug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of foreign relations in pre-modern Korean history, analyzes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controversial subjects and then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ose historical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dentify what is the status and features of Korean history 
in world thoughts through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HIE2009 서양근대이행기의역사 History Between Late Middle and Early 
Modern European Age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그리고 절대주의 시대를 개관함으로써 유럽 사회의 근대 이행과정을 학습시킨다.

This course outlines the Renaissance, Reformation, science revolution and the period of Absolutism 
so that students learn the transitional process of early modern period in European society.

HIE2010 서양사교육자료강독 Readings in Document of Western History-Education

유럽 고전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등 세계사 교과서 내용 중 중요한 영문 자료를 선별, 강독함으로써 미래
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

This course selects and reads the important English documents among the Textbooks in the 
Secondary school from the classic period to the modern period of Europe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y as teacher in the future.

HIE2012 한국전근대사Ⅰ:고대사 Korea Ancient & Medieval HistoryⅠ:Ancient History

우리나라 원시사회부터 고려 초 시기의 문화 형성의 흐름 및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강의하여 한국 고대 시기
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This course systematically lectures on formation flow and development process of culture from 
primitive society to the early Goryeo dynasty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ety of ancient 
times in Korea.

HIE2013 한국전근대사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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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성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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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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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systematically lectures on the historical flow ranging from the middle Goryeo period 
to the middle Joseon period and expects to help students to learn social life and spiritual culture 
in the middle ages of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change of Goryeo Buddhism aristocracy since 
middle Goryeo period as well as the appearance of new gentry in late Goryeo period and 
socio-cultural change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ism. In addition, this course 
studi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since the 
foundation of Joseon dynasty, the changing process of living culture according to the policy , which 
respects confucianism and prohibits Buddhism, and the condition of confucianism gentleman society 
by the settlement of Sung confucianism’s system.

HIE2014 동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Making of Modern East Asian-Society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의 사이에 ‘근세’를 설정하는 시대구분론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그러나 전통적인 시대
사 강의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당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폭넓게 다루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진정한 
세계사 서술을 모색한다. 근대 및 근대화 중심의 역사서술을 지양함으로서 아시아 사회의 독자적인 ‘근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This course fundamentally follows the theory of historical periodization which sets “modern times” 
between pre-modern society and modern society, yet tries be free from the traditional lecture on 
the history. This course also seeks to find the true description of world history by broadly dealing 
with and actively interpreting the event of contact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is course 
focuses on modern times and modernization centered on historical description in order to clarify 
the distinctive meaning of “modern times” in Asia society.

HIE2017 서양사입문 Introduction to Western History

서양 고전시대로부터 근·현대 사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통합적·유기적으로 학습하여 차후 서양 각 시대사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선행 학습함으
로써 시대사 학습의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높이는데 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둔다. 

This course discusses important topics in western history by examining original sources, historical 
documents, and other related research materials.

HIE2018 동양사입문 Introduction to Asian History

동양 고대부터 근·현대 사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통합적·유기적으로 학습하여 차후 동양 각 시대사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선행 학습함으로써 
시대사 학습의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높이는데 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둔다. 

An advanced course for Reading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intensify reading skill of historical materials and it requires a final term paper using the skill.

HIE4002 한국문화사상사 Historical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 Thoughts

한국사에서 토착신앙, 무속, 세시풍속, 민속, 사찰문화, 서원문화 등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선정하여 교육시
키고 한국역사에서 정신문화를 지배하였던 불교사상, 유교사상, 풍수지리사상, 도참사상, 정감록 신앙, 미륵
신앙 등 중요 사상 및 신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심화학습을 유도한다. 특히 역사교
육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고유의 토착신앙과 불교의 수용과 성리학의 수용에 따른 한국의 생활문화의 변화
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This course selects and educate the important contents such as indigenous religion, shamanist 
custom, ethnic custom, buddhist culture and memorial culture in Korean history. In addition, this 
course tries to induce the intensive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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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important thoughts and religious beliefs such as Buddhism, Confucianism, 
Geomancy (Feng-Shui thought), Taoism, Jeonggamrok religious belief and Maitreya-Faith. 
Especially, this course investigates Korean native indigenous beliefs, which is important to history 
education, as well as the change and identity of Korean life culture according to acceptanc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HIE4003 역사교육특강 Special Teachings of History Education

한국사의 중요 쟁점들을 선택하여 심층 분석하여 이를 통해 시대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도록 
한다.

This course selects and intensively analyzes the major issues in Korean histo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flow of history in-depth.

HIE4004 서양근현대사 History of Western During Modern & Comtemporary Age

시민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양차 대전 및 냉전체제의 성립 그리고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세계사적 흐름을 개관한다.

Based on people’s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and imperialism, this course outlines, the first 
& second world wars, establishment of the cold war and the flow of world history after the fall of 
socialism.

HIE4005 서양사교육교재론 Methodological Approach to Western History Education

중등학교 세계사 교과 내용 중 유럽사에 관계된 내용상의 중요 쟁점들을 시대적으로 선별하여 집중 강의함으
로써 서양사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양시킨다.

This course sorts out on major issues of contents related to the history of Europe in world history 
textbooks of the secondary school according to the period and intensively lectures on these in order 
to foster the in-depth knowledge on the education of Western history.

HIE4007 동아시아문물교류사 History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 the West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제국의 문물교류의 시대별 특징과 
실태, 내용을 살피고 문물의 전파와 수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문화사적인 다양한 역사적 현상과 
특질을 고찰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characteristics, actual conditions and contents of cultural exchange 
in various countries of East Asia according to the period, from ancient times to the modern times. 
Also, ins course the various historical phenomenons and special properties such a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histories which originated from acceptance and diffusion of culture.

HIE4009 역사논리 및 논술 Historical Logics & Critical Writings

역사학에서 중요한 학습내용과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역사적 사고 논리를 체득하게 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selects the subjects which can be important learning contents and issues in historical 
science as well as pursues to acquire historical thinking. Students will develop the ability to express 
what they learn and cultivate the quality as history students.

HIE4010 국사교육론 Methodological Approach to Korean Historical Education

우리나라의 역사를 교육시켜야 될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
고 이를 교육방법론과 접목시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나아가 그 이론을 습득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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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xamines the way of teaching Korean history from the view of the pre-service teacher, 
and seeks the effective methods by combining instructional methods with educational methodology. 
Futhermore, it ultimately intends to ensure that students acquire those theories.

HIE4011 한국사회경제사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Korea

한국사의 동태적인 파악을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
을 세계사와 관련시켜 한국사의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다.

In order to grasp the history of Korea dynamically , this course deals with the Korean history from 
the socio-economic aspects and combines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with the world 
history in order to help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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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담고 있는 내용의 구체적 검토 및 역사서술에의 반영도 등을 이해시킨다.

This course selects and analyzes deeply the historical materials required for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as it intends to improve the ability of history education.;For example, students get to 
understand the reflective level of contents containing the situation of that period on the concrete 
examination, historical description through servant document, rice filed document, family registry 
document and the document of recording a heritage for family.

HIE4015 아시아사교육자료강독 Readings in Document of Asian History-Education

아시아 지역 여러 민족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료 및 자료를 강독한다. 종래의 사료강독
이 문헌의 독해력 제고에 중심을 두었던 것과 달리, 기본적인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reads the basic historical documents and materials to understand cultures and societies 
of races in Asia region. Different from existing reading of historical documents which have focused 
on improvement of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the literature cited, this course grasps the material 
of basic information and seeks the method to actively utilize by processing the information.

HIE4016 동아시아근현대사 East Asia Modern & contemporary Society

현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사회에 대해서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아시아 여러 민족 문화의 상호 
연관성과 독자성을 이해함으로서, 종래 우리의 교육과정에 없었던 지역사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about each country of modern Asia, centering on culture and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ramework for research on regional history, which 
doesn’t exist in existing education curriculum by understanding the mutual relations and 
individuality of various national cultur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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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탄, 조선왕조 쇠락의 
배경, 일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해방 이후 정치·사회 통일 운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intensively to analyze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odern 
& contemporary times after the late Joseon period. First of all,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germinal 
theory of capitalism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course concretely inquires into the invasion of the 
Western powers,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the background of Joseon dynasty’s fall, the 
resistance against Japan, political & social unification movemen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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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4018 현대세계와한국 Contemporary World & Korea

1945년부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현대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intensively to analyze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temporary times after the 1945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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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core course in the field of history education, it deals with issues and problems in teaching 
of secondary level school history. Historiographical background and educational basis of history 
teaching will be the main topics of the course.

HIE4021 역사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of History

역사교육에 적용될 교재에 관한 기초이론과 주요교재를 각론하여 역사교육에서 교재의 의의를 이해하는 한편 
역사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과 현장기능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어 역사교사의 전문직 기반을 굳히고자 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basic theories about teaching materials and texts in history. It also offers 
teaching and learning theories in history classroom for prospectiv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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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지리학은 지표공간에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인문현상 

및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자연과학

과 사회과학의 성격을 겸비한 학문으로서 지리학 전

반에 관한 지식과 이론, 연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야외 답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며 이

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세계

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교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전공) 소개

1.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리학에 대한 전문지

식을 함양한다. 지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과

정에서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역지리, 지리학 방

법론 그리고 지리교과 교육학의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고르게 습득한다.

2. 전공 관련 교양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하여 교사로

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전공 이외에도 

사회과(지리)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경

제학, 정치학, 역사학, 지구과학 등의 분야에 해당

되는 과목을 이수한다.

3. 지리 교과내용과 지리교육 방법론을 균형 있게 학

습 하도록 한다. 지리교사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중등학교 지리 교과내용을 분석·이해하고, 지리

교육 방법론을 통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교수·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 한다.

4. 야외조사활동(현장답사)을 통한 지리지식의 이해

와 적용을 꾀한다. 지표공간에서 일어나는 재현상

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위하여 야외조사활동을 펼

치며, 이를 통해 지리학적 현상의 이해와 적용 능

력을 높이며, 지리지식의 내면화를 추구한다.

5. 지역지리 학습을 통해 지리적 지식과 지리교육을 

종합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리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지리 학습방

법을 숙달하여 일선교사로 나가서도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지리 학습을 통해 지리적 지식의 

종합화와 향토애, 지역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6. 멀티미디어 교재개발 및 활용법을 심도 있게 학습

한다. 지리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매

체의 사용 방법과 각종 프레젠테이션 제작도구인 

파워포인트 등의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익히고, 최

적의 수업교재 개발을 통해 보다 선진화되고 효과

적인 수업 방법 창출을 도모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글로컬화(Glocalization) 시

대를 맞이하여 지리학은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

지리교육과
Geograph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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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학문적 추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글로컬화 추세

21세기는 사회 제반 영역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 사회와 경제적 특징들이 혼재

된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됨. 세계 여러 지역과 지역성을 밝히고 

탐구하는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은 오늘날의 세계

화, 국제화, 개방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창조적

이고 능동적인 세계인을 길러내는 학문영역으로 주

목 받고 있음

2. 지식·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지역 간, 국가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

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전개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리학적 안목으로 분석하고, 적

용할 수 있는 지리교사 및 인재 양성의 필요성 증대

3. 영토(국토)교육의 중요성

국토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바

람직한 국토관 및 국토애를 함양하고, 세계화·지역

화에 대응하는 안목을 기르며, 나아가 우리 삶의 공간

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지리교

사 양성의 필요성 증대

 진로 및 취업분야

졸업생들은 일선 중등학교와 대학, 공공기관과 기업 

등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문 교

원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범대학의 설립 취지에 부합

하는 전문 교원을 배출,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된 인재양성과 후학교

육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리교육과는 지리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양

성과 배출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전·현직 교수 16명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원을 

배출, 지리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회활동을 적극

적으로 펼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크게 교육전문직(국·공립 및 사립 

중등교사, 교육연구원, 교육컨텐츠개발 등 교육 관련 

직종)과 일반전문직(지리학 유관분야의 국·공립연

구소, 민간연구소, 공·사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 

밖에도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등을 통하여 학생의 개

개인의 특기를 살려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교수 소개

이 혜 은
전 공 분 야 역사문화지리
세부연구분야 역사지리, 문화지리, 세계유산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지리학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지리학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삶과 문화 과거경관의 이해 미주지리 정치지리

대 표 저 서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 edited by Patrick Daly and Tim Winter, Routledge, 2012
41인의 여성지리학자: 세계의 틈새를 보다, 한국여성지리학자회(공저), 푸른길, 2011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공저), 2006

대 표 논 문
문화확산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와 전라남도의 관계,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2), 2013
세계유산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산성도시 남한산성의 경관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2013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세계유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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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동 희
전 공 분 야 자연지리
세부연구분야 기후지형학, GIS, 환경지리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회교육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자연지리 기초지형학 응용지형학 한국지리

대 표 저 서
한국의 지형(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12
한국지리 이야기, 한울아카데미, 2008
지리이야기(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06

대 표 논 문
동해 무릉계곡의 지형관광자원 분석과 평가, 한국지형학회지, 20(3), 2013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일본 산인해안(山陰海岸) 지오파크, 한국지형학회지, 20(2), 2013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하롱베이의 지형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2013

안 재 섭
전 공 분 야 도시지리
세부연구분야 도시지리, 사회지리, 지역지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육학박사
담 당 과 목 인문지리 도시지리 사회공간읽기 아시아·오세아니아지리

대 표 저 서
현대지리학, 시그마프레스, 2013
세계지리 : 세계화와 다양성-제3판, 시그마프레스, 2012
현대 인문지리-세계를 펼쳐 놓다, 시그마프레스, 2010

대 표 논 문

북한 도시 연구를 위한 도시지리학의 주요 연구방법 검토,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2), 2013
지리-역사 장소 답사를 중심으로 한 학습내용 구성 및 평가 방법 –서울 북촌 한옥마을 답사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2013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2011

이 승 철
전 공 분 야 경제지리
세부연구분야 경제지리, 지역개발, 과학기술정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ussex 지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ussex 지리학과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경제지리 세계화와 지역문제 인구와 경제활동 유럽·아프리카지리

대 표 저 서
현대 인문지리: 세계를 펼쳐 놓다, 공역, 시그마프레스, 2010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성, 공저,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공간이론: 석학과의 대화, 한울아카데미, 2004

대 표 논 문

미국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장과 공간적 분포의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2011
Economic Catching-up of Late Developing Country: The Case of SME Innovation Policies in 
Malaysi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4(4), 2010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네트워크와 착근성: 대중국 한국 섬유의류 투자 중소기업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
지, 44(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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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GEO2001 자연지리 3 3 기초 학사1년 1 필수
GEO2002 인문지리 3 3 기초 학사1년 2 필수
GEO2006 인구와 경제활동 3 3 기초 학사2-3년 2
GEO2010 삶과 문화 3 3 기초 학사2-3년 1 필수
GEO2016 도시지리 3 3 기초 학사2-3년 1 필수
GEO2026 한국지리 3 3 기초 학사2-3년 2 필수
GEO2027 유럽·아프리카지리 3 3 기초 학사2-3년 1
GEO2028 아시아·오세아니아지리 3 3 기초 학사2-3년 2
GEO2030 기초지형학 3 3 기초 학사2-3년 1 필수
GEO2031 응용지형학 3 3 기초 학사2-3년 2
GEO2032 사진지리 및 지리조사법 3 3 기초 학사2-3년 1 실습
GEO2033 원격탐사와 사진판독 3 2 2 기초 학새2-3년 2 실습
GEO4001 경제지리 3 3 전문 학사3-4년 1 필수
GEO4006 GIS 3 2 2 전문 학사3-4년 1 실습
GEO4008 정치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17 환경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GEO4019 세계화와 지역문제 3 3 전문 학사3-4년 2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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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GEO4047 지도학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2 필수
GEO4049 지리교과논리 및 논술세미나 3 3 전문 학사3-4년 1 필수
GEO4051 지리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필수
GEO4052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전문 학사3-4년 2 필수
GEO4054 미주지리 3 3 전문 학사3-4년 1
GEO4055 과거경관의 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중등학교
지리교사

<전필> 자연지리
인문지리
기초지형학
삶과문화
도시지리
한국지리

<선택> 원격탐사와 지리교육
응용지형학
인구와 경제활동
사진지리 및 지리조사법
유럽·아프리카지리
아시아·오세아니아지리

➡

<전필> 경제지리
       세계화와 지역문제
       기상과 기후
       지리교과논리 및 논술세미나
       지리교육론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지도학세미나
<선택> 과거경관의 이해
       미주지리
       GIS
       정치지리
       환경지리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지리사상사
       사회공간읽기

희망하는 
교직복수전공 학과의 
개설교과 중 교직 

필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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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대학원 진학

자연지리
인문지리
기초지형학
삶과문화
도시지리
한국지리

원격탐사와 지리교육
응용지형학

인구와 경제활동
사진지리 및 지리조사법
유럽·아프리카지리

아시아·오세아니아지리

➡

경제지리
세계화와 지역문제

기상과 기후
지리교과논리 및 논술세미나

지리교육론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지도학세미나
과거경관의 이해

미주지리
GIS

정치지리
환경지리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지리사상사
사회공간읽기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심화전공 선택

복수전공트랙

자연지리
인문지리
기초지형학
삶과 문화
도시지리
한국지리

➡

경제지리
세계화와 지역문제

기상과 기후
지리교과논리 및 논술세미나

지리교육론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등
* 복수전공 : 주전공 50학점 이수(전공전문 학점 비율 50%이상)

GEO2001 자연지리 Physical GEOgraphy

자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후, 토양, 식생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자연지리학의 기본개념과 구조를 
이해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dentify the basic contents which compose of natural environment 
such as climate, soil, plant community and then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 and structure of 
physical GEOgraphy.

GEO2002 인문지리 Human GEOgraphy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이룩된 인문현상 즉 경제, 거주 공간, 역사, 활동주체로서의 인구집단 등 지리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한다.

This course systematically explains the human phenomenon resulted from human activities, in that 
GEOgraphic features such as economy, living space, history and population group as the subject 
of the activity to help student’s understanding.

GEO2006 인구와 경제활동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인구의 수량적 분포, 변화, 구성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자연, 사회 경제조건과 관련시켜 인구현상을 종합적
으로 분석 인구지내용과 수업방법론을 학습하고, 국토공간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리적인 시
각과 각종 입지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지역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focuses on distribution, change and structure of population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phenomenon related to pop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natural and social economic 
condition as well as studies the contents and methodology or population-GEOgraphy. Based on 
GEOgraphic perspective and various theories for systematic and well-balanced development of 
Korean regions, students improve the ability to apply these to specific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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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2010 삶과 문화 Life and Culture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지리학의 개념,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을 테마별
로 고찰하여 사례지역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다.

Centering on the culture which is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this course considers the concept 
of cultural GEOgraphy,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ccording to the theme. In addition, this 
study combines theory and reality through the case studies.

GEO2016 도시지리 Urban GEOgraphy

도시지리 내용과 수업방법론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도시의 개념, 기원과 발달, 형태, 내부구조, 기능, 도시 
세력권 등을 개괄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한다.

This course in designed to study the contents and the methodology of urban GEOgraphy.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students learn the concept, origin, development, form, internal structure, 
function, scope of influence of city in a general way.

GEO2026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한국지리내용과 그 수업방법론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연 지리적 특생과 인문현상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the contents and methodology of Korean regional GEOgraph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course specifically identify Korean natural GEOgraphic features 
and the cultural situation and analyzes their relationship in order to understand of Korean regional 
GEOgraphy comprehensively.

GEO2027 유럽·아프리카지리 Regional GEOgraphy of Europe and Africa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통해 이해하고 국가별로 그 지역성을 구체적
으로 학습하고 이해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Europe-Africa regions through physical and human 
environment and to learn the locality by each country.

GEO2028 아시아·오세아니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sia and Oceania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통해 이해하고 국가별로 그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Asia-Oceania regions through physical and human 
environment and to learn the locality by each country.

GEO2030 기초지형학 Principal of GEOmorphology

지형학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크게 기후지형과 구조지형으로 구분하여 지형발달과정과 특성을 이해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development and basic concept of GEOmorphology.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structural GEOmorphology, climatic GEOmorphology, which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GEOmorphology.

GEO2031 응용지형학 Applied GEOmorphology

지형학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고 심화와 응용을 통하여 지형학이 지니는 지리학적 함의를 논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heory and practice of GEOmorphology by discussing 
the application of GEOmorphology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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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2032 사진지리 및 지리조사법 Photo GEOgraphy & Method of GEOgraphical Survey

각종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 자료들을 판독하여 지리학 연구 및 지리교육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여러 
지리 학습 내용을 야외에 나가 실제 적용시켜보고 각종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o read the image materials containing various GEOgraphic 
information such as still photo, aerial photo and remote- sensing material and the way to apply 
those to GEOgraphy study and GEOgraphic education. And especially emphasize the darkroom 
activities. And students study a method for collecting GEOgraphic information by doing fieldwork.

GEO2033 원격탐사와 사진판독 Remote Sensing and Photo Interpretation

정사진, 항공사진 등 각종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 자료들을 판독하여 지리학 연구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
운다. 또한 실내에서 배운 여러 지리 학습 내용을 야외에 나가 실제 적용시켜보고 각종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한다.

GEO4001 경제지리 Economic GEOgraphy

경제지리학의 사조, 경제지리학의 기초로서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 산업입지론, 지역개발론 등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Neoclassic economic theory, industrial location theory and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s the trend of economic GEOgraphy and the basis of economic GEOgraphy.

GEO4006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최근 지리학 연구에 활발히 도입된 컴퓨터를 이용한 지리정보의 수집, 분석 및 출력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하고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printing-out method of GEOgraphic 
information using computer introduced in the recent GEOgraphy study.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to computer practice.

GEO4008 정치지리 Political GEOgraphy

정치지리학의 본질, 개념, 발달사를 학습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통해 정치현상이 공간상에 투영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nature and developmental history of concept of political 
GEOgraphy and then, through actual regions, study the cases in which the political phenomenon 
is reflected on the space in a concrete way.

GEO4017 환경지리 Environmental GEOgraphy

자연과 인간의 관련성을 지구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인간에 의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적 환경문제를 
지리적으로 분석, 해결책을 제시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nature and human being from the earth 
ecological view, to analyze environmental change by human and environmental problems of earth 
and to suggest solution.

GEO4019 세계화와 지역문제 Globalization and Regional Issue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문제를 지리적 안목으로 이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gional issues in the world situation which is rapidly 
changing from the GEOgraphic view and to find th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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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4021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Educational Technology and Evaluation in GEOgraphy

효율적인 지리교육 수업 방법을 교육 공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효율적인 지리교육평가를 위한 평가 원리와 
평가 방법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research the method for effective GEOgraphy education in the terms of 
educational technology and learns the method and principle of evaluation for effective evaluation 
for GEOgraphy education.

GEO4023 지리사상사 History of GEOgraphical thought and methodology

지리학 발달에 영향력이 큰 학자들의 지리관을 중심으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지리 사상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GEOgraphical thought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centering on GEOgraphical thoughts of scholars who have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GEO4029 사회공간읽기 Reading Social Space

사회 공간적 현상을 지리적 안목을 통해 설명하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지리적 접근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explains the social space phenomenon in the perspective of the GEOgraphy, and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approach to all sorts of social problems and solutions to those.

GEO4041 기상과 기후 Weather and Climate

기상과 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후인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학습하고, 지리학적 
안목을 통하여 기상과 기후현상이 인간생활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various cases of the air mass, climate environment, front, climatic 
factor and climatic element which occur according to weather and climate.

GEO4047 지도학세미나 Seminar in Cartography

지도의 일반적인 특징과 발달사를 학습하고 지도읽기, 주제도 제작법 등을 통해 지도의 개념과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지도 분석과 작성 세미나를 통하여 정리한다.

This course extensively studies the concept and the practical use of Map through the development 
history of map, reading topographical map and drawing method of thematic map. And confirm to 
draw abilities from the GEOgraphic raw materials.

GEO4049 지리교과논리 및 논술세미나 Seminar in Logic and Discourse of 
GEOgraphical course

지리교과내용의 학문적 특색과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각 지리교과내용별 논리에 
대한 탐구와 논술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리교과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른다. 
특히, 지리교과의 계통 주제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
들 간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교과내용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 능력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개발시
킨다.

This course provides fundamental knowledge on the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GEOgraphy. 
Also, it helps students improving GEOgraphical capabilities of the ways of thinking and expression 
skills by providing lectures and seminars on the logic and discourse of GEOgraphical course. In 
particular, it stimulates discussion between lecturer and students as well as inter-student 
centering around main GEOgraphical issues related to real life, other social sciences, GEOgarphical 
educations etc., to develop their capability on GEOgraphical understanding and creativity. Based 
upon this kinds of seminar, it would develop ways of logical expression on some GEOgraphical 
ag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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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4051 지리교육론 Theories in Teaching GEOgraphy

효과적인 지리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교재의 선정, 내용의 구성, 교수방법, 그리고 평가가 중심내용이며, 예
비 지리교사로 하여금 교과서의 분석능력, 지리수업의 설계능력을 기르고 신장하도록 학습한다.

The core content is materials selection, content structuring,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for 
GEOgraphy classes. It focuses on enhancing skills for textbook analysis, classroom material 
development, and class planning in future GEOgraphy teachers.

GEO4052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Material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s 
in GEOgraphy

지리교과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라 지리교육의 제 측면, 즉 지리교육의 목적과 목표, 지리교육의 발달과정, 지
리교육의 심리적 기초, 지리교수방법 및 학습이론, 지리교육의 평가 등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Aspects of GEOgraphy education or, in other words, its aims and objectives, stages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foundation, teaching methods, learning theories and evaluation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elements of the GEOgraphy curriculum.

GEO4054 미주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merica

미주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통해 이해하고 국가별로 그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
고 이해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America(Anglo-America and Latin America) regions 
through physical and human environment and to learn the locality by each each country.

GEO4055 과거경관의 이해 Understanding Old Landscape

과거경관에 대한 지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역사지리학의 개념,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발달사를 학습하고 실제
지역으로의 답사를 통해 이론을 접목하고 이해한다.

In this study, students learn the concept of historical GEOgraphy,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nd development history through the GEOgraphic approach on past landscape, and apply 
theories through actu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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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수학교육의 목표는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수학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목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 및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

에 필요한 수학의 학문적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것

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는 수학과 교육과

정의 숙지 및 창의적 개발 능력,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학교육방법의 수행 능력 및 응용 능력, 효율적인 

수학 교육 보조 자료의 활용 능력, 그리고 교수·학습

과 연계된 적절한 평가 방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실행 능력과 교육 심리학적 전문가로서 학생 지도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

육자로서의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함양할 수 있

도록 하여 환경을 조성하여 유능한 중등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학과(전공) 소개

수학교육과는 1968년 사범대학에 신설되었고 1969

년 25명의 입학생과 함께 시작하였다. 이후 건학이념

인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자비를 실천하고 전무가로

서의 능력을 구비한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수학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8년 수학교육전공 교육학 석사과정

을 신설하였고 2003년에는 수학교육학 석 박사 과정

을 신설하여 실력과 전문성을 가진 석, 박사 인력양성

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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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수학교육과를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교수, 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원, 금융보험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수학교육과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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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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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과 목 위상수학 1, 2 기하학 일반 미분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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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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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zzy Upper Bounds in Groupoids,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4, Art. ID 697012, 6 pages.
On fuzzy positive implicative filters in BE-algebras,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4, Art. ID 929162, 5 pages. 
Soft q-ideals of soft BCI-algebras, 
J. Comput. Anal. Appl. 16 (2014), 571-582.
On BP-algebras, Hacete. J. Math. Stat. 42 (2013), 551-557.
Int-soft filters of BE-algebras,
Discrete Dyn. Nat. Soc. 2013, Art. ID 602959,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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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Curricular and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2013. 구성주의와 한국수학교육. 경문사.
2012. 수학교육학 신서. 교우사.
2006. ThePhilosophy of Mathematics Education. Kyung Moon Sa. Korea.

대 표 논 문

2014. Flanders 언어상호작용 분석법을 활용한 수학영재 수업 분석.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 5, 512~513.
2013. 동일한 수학적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 분석 연구-방정식 부등식과 함수를 
중심으로. 한국수학교육학회. vol.16, No. 4, 883~893
2012. STAD모형을 활용한 학습이 문장제 수학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수학교육학연구. 43(2). The 
Korea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2009. An Operational Analysis for Solving Linear Equation Problem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Vol. 19, No. 3, 46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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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주
전 공 분 야 해석학
세부연구분야 함수해석학
학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해석학 1 해석학 2 복소해석학 1 복소해석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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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Jaeg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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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및통계 논리와집합

대 표 논 문

Metric inhomogeneous diophantine approximation on the field of formal Laurent series, Acta Arith., 
150 (2011) 129-142. (with Hitoshi Nakada)
Return time complexity of Sturmian sequences, 
Theoret. Comput. Sci., 412 (2011) 3413-3417.
Quantitative recurrence properties for group actions, Nonlinearity, 22 (2009) 1-9.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AE2001  대수 및 기하 3 3 기초 학사 1년 1
MAE2002  논리와 집합 3 3 기초 학사 1년 2
MAE2017  응용수학 방법론 3 3 기초 학사 2년 2
MAE2021  수학교육과정 3 3 전문 학사 2년 1
MAE2022  해석학 Ⅰ 3 3 기초 학사 2년 1
MAE2023  조합 및 그래프 이론 3 3 기초 학사 2년 1
MAE2024  선형대수 Ⅰ 3 3 기초 학사 2년 1
MAE2025  해석학 Ⅱ 3 3 기초 학사 2년 2
MAE2026  선형대수 Ⅱ 3 3 기초 학사 2년 2
MAE2027  기하학 일반 3 3 기초 학사 2년 2
MAE4018  수학교육 자료분석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21  수학교육세미나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25  수학기초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30  수학교육사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31  수학적문제해결론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33  수리논술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36  정수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37  확률 및 통계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38  복소해석학 Ⅰ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39  현대 대수학 Ⅰ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0  위상수학 Ⅰ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1  현대 대수학 Ⅱ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42  위상수학 Ⅱ 3 3 전문 학사 3~4년 2
MAE4043  복소해석학 Ⅱ 3 3 전문 학사 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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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수학교사

 조합 및 그래프 이론
 해석학 Ⅰ
 해석학 Ⅱ
 선형대수 Ⅰ
 선형대수 Ⅱ
 기하학 일반

 응용수학 방법론

➡

 확률 및 통계
 복소해석학 Ⅰ

 정수론
 현대대수학 Ⅰ
 위상수학 Ⅰ
 수학교육과정
 수학교육세미나
 미분기하학
 수학기초론

 현대대수학 Ⅱ
 위상수학 Ⅱ

 수학교육 자료분석
 복소해석학 Ⅱ
 수학교육사

 수학적문제해결론

 벡터해석 및 연습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금융보험업

 대수 및 기하
 논리와 집합

 조합 및 그래프 이론
 응용수학방법론

 해석학 Ⅰ
 해석학 Ⅱ
 선형대수 Ⅰ
 선형대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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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조합 및 그래프 이론
 선형대수 Ⅰ
 기하학 일반

➡

 확률 및 통계
 복소해석학 Ⅰ
 현대 대수학 Ⅰ
 위상수학 Ⅰ

 수학교육 세미나
 수학교육과정
 미분기하학

 수학교육 자료분석
 수학적 문제해결론

 선형대수학 및 연습Ⅰ
 위상수학 Ⅰ
 해석개론

 벡터해석 및 연습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수학과 MAT2027 백터해석 및 연습
수학과 MAT2031 계산수학 및 연습 Ⅰ
수학과 MAT2032 계산수학 및 연습 Ⅱ
수학과 MAT4025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수학과 MAT4033 암호론
수학과 MAT4036 금융수학
수학과 MAT4039 미분방정식 및 연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MAE4044  미분기하학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5  수학교육론 3 3 전문 학사 3~4년 1
MAE4046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 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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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수학과 MAT4040 전산금융수학 및 실습
통계학과 STA2013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
통계학과 STA2016 확률론
통계학과 STA2017 수리통계학Ⅰ
통계학과 STA4035 보험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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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properties of a complex number, a polynomial, a equation, a vecter, 
a matrix and a linear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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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basic format of propositions, deals with the concept, 
inclusion relations and operation of a set, and defines the equal relation of a set, which leads to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a finite set and a infinite set, the inequality of cardinal numbers, 
addition and multiplication of cardinal numbers, the exponential law of cardinal numbers and the 
hypothesis of continuum. Starting from the axiom of choice, maximization principle and the lemma 
of Zorn and transfinite induction are studied in this course.

MAE2022 해석학 1  Analysis I

중등학교의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예비강좌의 하나이다. 미분적분학을 바탕으로, 집합의 성질, 수의 체계 분
류, 실수의 성질, 극한 개념과 연속성에 대한 규명을 하여 해석학의 기초이론을 다진 후, 이들 내용과 중·고
등학교 수학교과내용과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It i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to be a math teacher of middle or high schools. Based on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this course inquire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a set, the 
classification of numeral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a real number, the utmost limits and the 
continuity, which leads to strengthening the basic theory of analysis and studying on the contents 
of the subjects mentioned above in the context of the contents of middle or high school 
mathematics.

MAE2023 조합 및 그래프 이론  Combinatorics and Graph Theory

순열, 조합, 그래프이론, 생성함수, 게임이론, 선형계획법, 수치해석 등의 이산수학적 주제를 다루면서 수학
적 발견술의 방법을 익혀 이산수학의 교수학적 효과와 의미를 이해한다.

The course deals with such themes of discrete mathematics as permutation, combination, graph 
theory, generating function, game theory, linear programming and numerical analysis, acquiring 
the method for problem-solving in mathematics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discrete 
mathematics and its didactic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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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2024 선형대수 1  Linear Algebra I

중등학교 수학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연립1차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 가우스소거법, 
행렬과 행렬연산, 역행렬을 학습한다. 연립방정식과 가역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결과를 배운다. 행렬식, 2차원
과 3차원공간의 벡터, 유클리드 벡터공간을 공부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ystems of linear equations and matrice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determinants, vectors in 2-space and 3-space, Euclidean vector spaces, and real vector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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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understands the contents of general math texts of middle / high schools according to 
7th and 2007 revised curriculum, analyzes the problems and considers proper teaching methods for 
this. And this course also analyzes by making a comparison between Korean math curriculum and 
foreign math curriculum, and it understands math curriculum criterion that is presented by NCTM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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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completing the base of analysis education, on the basis of that, this course considers 
derivative theory, integral calculus theory and general concepts of the utmost limits and 
convergence in various conditions, which leads to studying an efficient teaching method in 
conjunction with the contents of high school math textbooks.

MAE2017 응용수학방법론  Methods of Applied Mathematics

응용수학의 토픽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자연과학과 공학,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학의 응용을 배
운다. 미분적분학, 선형대수학, 해석학을 이수한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미분방정식과 각 분야의 응용수학 
모델을 공부한다.

This course is to deal with applied mathematics topics which appear in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When having completed the required courses, calculus, linear algebra and 
analysis, we will acquire the basic theory of differential equations and study applied mathematical 
models in various fields.

MAE2026 선형대수2  Linear Algebra II

기저와 차원, 행렬의 행공간, 열공간과 영공간, 계수와 퇴화차수를 공부한다. 직교행렬, 기저변환, 고유값과 
고유벡터, 대각화법, 직교대각화법을 학습한다. 선형변환과 행렬의 상사성을 배운다. 

This course deals with inner product spaces,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diagonalization, orthogonal diagonalization, and linear trans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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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
여 간다. 이러한 “수학을 한다”는 장면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여 종래의 기하교육에서 다룰 수 없었던 도형 등의 전반적인 성질과 관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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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al school mathematics already has a conclusion and most of what they do at school 
is to learn and verify it. In the field of mathematics using wooden models, they discover the 
consequence and verify the process using the devices. It is regarded as a process to show a scene, 
“Doing the Math” at least. Therefore, using various kinds of software,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 of devices which haven’t been used in the present 
geometr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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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상관계수검정법, 실험계획법의 기초 및 분산분석법 등 수학교육자료의 통계적 모델화 과정을 학습한다.

After studying the basic statistics such as Random variable, distribution function, law of large 
numbers, central limit theorem, multi-variable distribution function, estimation theorem and 
hypothesis verification theorem, this course demonstrates the process of statistical modelization of 
math education resources such as sampling for normal distribution population, analysis of 
experimental resources, non-population parameter verification,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basic of experiment planning and analysis of variance.

MAE4038 복소해석학1  Complex Analysis 1

복소수의 성질과 기하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복소함수의 이론적 배경이나 정리들을 체계화하고, 응용부분도 
다룬다. 아울러 고교수학에서 다루는 복소수와의 연계성도 알아본다.

This course teaches characteristics of complex numbers and geometric meaning, systematically 
guides 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ory of complex variables, and shows how to apply. 
Futhermore, this course presents relations of complex numbers that you have learned in high school.

MAE4039 현대대수학1  Modern Algebra I

군에 관한 정의를 배우고, 군과 군위에서의 정의된 준동형사상, 동형사상에 대하여 공부한다. Sylow 정리, 
자유가환군, 자유군에 대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definition of homomorphism and isomorphism defined in group. 
Also, they study Sylow Theorem, free abelian groups, and free groups.

MAE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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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one of curriculums for math teachers. Topological space shows that a set has algebra, 
and it deals with its relationship, visualization, accumulation of real number and continuity of real 
numbers. Also, it introduces a method to consider characteristics of points, which are concepts of 
more abstracted proximity that a meaning of far and close can be formed, topological space, other 
concepts, metric space, generalization and abstraction of metric space.

MAE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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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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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teaches a ring with an additive operation and a multiplicative operation. It teaches a 
commutative ring and a field. Also, it studies Galois’s theory.

MAE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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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
여 부분집합들 사이의 분리된 정도를 나타내는 분리공리를 취급하며, 실직선 위에서 구간들이 갖는 기본 성질
을 추상화하여 연결성의 개념 등을 취급한다.

Generally, there is no completely making a near approach to a certain point only with the pointwise 
convergence on the topological space. In the result, convergent net and filter are needed. Besides, 
by using the topology introduced on a set, this course deals with the separation axiom showing the 
proportion between subsets, and the concept of connectivity by abstracting the basic characteristics 
that the sections have on the real line.

MAE4018 수학교육자료분석  Data Analysis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통계 자료의 분석과 통계실습을 위한 과목이다. 다루는 내용은 기초통계학, 응용통계학, 수학교육통
계 자료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또 나아가서는 교육평가에 요하는 수학교육 방법론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This course is for the analysis of statistics and the practice of statistics in mathematics education. 
Its contents are about basic statistics, applied statistics and the collection and the analysis of 
mathematics education. Furthermore, this course collects and analyzes the data needed for the 
education evaluation.

MAE4043 복소해석학2  Complex Analysi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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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having completed complex variables l, on the base of it, this course deals with general 
theories on complex variables, complex integral calculus and the calc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real integral calculus, using complex calculus. Moreover, this course studies how to teach complex 
numbers, complex planes and the geometric analysis of complex numbers and plane vector in the 
field of middle or high school mathematics.

MAE4033 수리논술  Discourse on Mathematics Principle

수학문제를 증명하고 사고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기위해 논리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능력
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문제를 접함으로써 다른 수학 영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정리, 증명의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It i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to be a mathematical teacher of middle or high schools. In order 
to solve and prove mathematically problems, students must to learn logics. Also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problems and many method solving that.

MAE4021 수학교육세미나  Seminar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의 목적과 내용, 수학교육의 실제,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방향, 수학교육의 세계적인 동향과 교육과
정, 수학 학습-지도의 방법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direction of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trend, courses and teaching and studying methods for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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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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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미분형식, 곡면의 사상 형식의 적분, 곡면의 위상적인 성질 등을 조사한다. 

First of all, this course considers the way students should study curved lines on a plane or a space, 
and the way to do those in terms of analysis. On the contrary, students learn how to define a curved 
line on a plane or a space, that is, the way how a curved line can bend in what way, which explains 
the geometric meaning of a curved line. In addition, starting from the definition of a curved plane 
and several standard ways to form a curved plane, this course investigates coordinate patch, 
differential function and the basic form of curved plane, the differential calculus form of a curved 
plane, the integral calculus of coordinate patch of a curved plane and the top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curved plane.

MAE4025 수학기초론  Principles of Elementary Mathmatics

중·고등학교의 수학교육 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수학의 역사적 사실을 수학교육학적 견지에서 재구성하여 
연대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중·고등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길러주고 더 나아가 새로
운 수학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이론적 접근법인 교육과정의 발생학적 방법을 체계화
해본다.

For the efficiency of the math teaching methods for middle or high school, the historic mathematics 
factors will be reorganized in terms of mathematics education, analyzed and studied according to the 
period of time and themes for middle or high school math teachers to have a basic grounding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and have a capability to develop their own teaching skills. It is to give a 
concrete form to the theoretical approaching way, the embryologic methods of educational process.

MAE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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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Division Algorithm, Euclidean algorithm, congruence, Fermat’s theorem, 
Euler’s theorem, primitive roots, indices, and Quadratic Reciprocity Low.

MAE4030 수학교육사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고대수학, 중세수학, 인문주의 교육시대, 실재주의 교육발전, 18세기 및 19세기의 전반의 수학교육, 19세기 
후반의 수학교육의 정체시대, 20세기의 수학교육사에 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such as ancient math, medieval math, 
the math in the time of humanism, the math in the 18th century and the early 19th century, the 
math in the stagnation time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math in the 20th century.

MAE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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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와 여러 학자들의 견해, 수학적인 생각의 구조화, 발문분석과 실험수업 등을 학습한다.

Learning and establishing the cultivation of mathematical thoughts, the definition of specific 
contents and mathematical thoughts, the guidance for mathematical thoughts, the comprehension 
of the value of mathematical thoughts, we will study the cultivation of mathematical thought and 
attitude, the exclusion of anxiousness about math subject, the kinds of mathematic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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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scholars’ opinions about them, the formation of mathematical thoughts, epilogue analysis 
and experimental classes.

MAE4045 수학교육론  General 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수학교육의 다양한 이론을 탐구하고 논의함으로써 수학교육에
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This subject will help students to inquire and discuss on various 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and to acquire general knowledge related mathematics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various 
problems solving ability occurred in mathematics education.

MAE4046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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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of training process that can help preservice teachers to 
increase teaching ability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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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가정교육과는 가정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 및 자질이 우수한 학생의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학을 배경으로 한 가정교과의 최근 학문적 변화

를 반영하여 가정학의 전문영역을 응용적·실천적으

로 가정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과 일의 생활을 이해하

고 이에 필요한 실천적 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통합

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한다. 

가정교육과의 교육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명시한 

가정과교육 이수체계에 따라 가정교과교육,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및 소비자, 아동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학년 교과목

은 각 영역별 기본이수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3-4학년 교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심화된 세부전공을 

다루고 있다. 가정교육 전공 학생은 기본이수과목의 

학습을 통해 가정교사로 필요한 기초적 내용을 학습

하며, 선택과목을 통해 가정교육에 대한 심화내용의 

학습이 가능하다. 

가정교육 전공 학생은 국·공립·사립 중등학교 가

정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가정학 및 가정교육 분야

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 또 가정학의 세부전공을 

살려, 건강가정사를 비롯하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의류기사, 조리기능사, 푸

드코디네이터, 가족복지사,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

육사, 소비자전문상담사 등의 전문가로 기업과 연구

소 등의 사회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다양한 가족 형

태의 출현으로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와 평생직

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가계경제문제 등 가족의 안정

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주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학

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

하여 자신과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와 기

술의 변화에 따른 미래의 가족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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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가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및 소비자의 영역

별 교육보다는 각 영역을 통합하여 실천적으로 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통합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교육 전공과정 이수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의 

연 도 내 용
1971. 12. 31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신설
1978. 02. 15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1979. 12. 05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신설
1984. 11. 27 박사학위과정 신설

2002 가정교육과 30주년 행사

가정교육과
Home Econom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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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교사로서 핵심적 교과의 교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

속여자중·고교 등의 중등학교 교사, 동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교수 및 시간강사, 건강가정사, 가족상

담사, 가족생활교육사, 아동발달전문가, 소비자상담

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의류기사, 조리기능사, 푸드코디네이터 등의 전문가

로서 기업, 연구소 등 사회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교수 소개

신 혜 원
전 공 분 야 의류학
세부연구분야 의류소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패션의 이해 의복구성실습 의복재료학 의복환경과 관리 서양복식문화사

대 표 저 서
기술·가정 교과서(2012), 교문사 
의복과 현대사회, 신정출판사
의류소재의 이해와 평가, 교문사

대 표 논 문

중고등학생의 업사이클링 인지와 업사이클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따른 환경의식, 
의복재활용행동, 패션관심(2014)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2013)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의 환경친화적 의복소비행동(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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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가정 교과서(2012), 교문사 
식생활 관리, 신광출판사
식이요법, 고문사

대 표 논 문
성 성숙 속도가 다른 사춘기 아동의 성장 발달과 식행동 비교(2013)
중·고등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현황 및 영양정보에 관한 연구(2012)
One portion size of foods frequently consumed by Korean adults(2010)

전 미 경
전 공 분 야 아동·가족학
세부연구분야 가족학 분야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가정교육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가정학박사
담 당 과 목 가족학 아동발달심리 가족복지 가족관계 부모교육론

대 표 저 서
역사와 주체를 묻다, 소명출판(2014)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동국대학교출판부(2012)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 두산동아(2010)

대 표 논 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메타분석(2013)
식민지기 본부살해(本夫殺害)사건과 아내의 정상성(2010)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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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HOM2002 기초영양학 3 3 기초 학사1년 1
HOM2004 가계경제학 3 3 기초 학사1-2년 1 기본이수
HOM2006 한국조리 2 1 2 기초 학사1-2년 1
HOM2009 의복구성실습 3 1 3 기초 학사1-2년 2
HOM2010 가족학 3 3 기초 학사1-2년 1 기본이수
HOM2014 조리과학 3 3 기초 학사1-2년 2 기본이수
HOM2018 소비자 의사결정 3 3 기초 학사1년 2
HOM2019 의복재료학 3 3 기초 학사1-2년 1 기본이수
HOM2022 아동발달심리 3 3 기초 학사1년 2
HOM2023 패션의 이해 3 3 기초 학사1년 1
HOM4003 의복환경과 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04 외국조리 2 1 2 전문 학사3-4년 2
HOM4012 주거학 3 3 전문 학사3-4년 1 기본이수
HOM4022 부모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38 가정과 논리 및 논술 3 3 전문 학사3-4년 2 기본이수
HOM4040 식사요법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41 가정생활과 문화 3 3 전문 학사4년 1 기본이수
HOM4042 생애주기영양 2 2 전문 학사3-4년 2
HOM4043 식생활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연계전공
HOM4044 서양복식문화사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45 주거 및 실내디자인 3 1 3 전문 학사3-4년 2
HOM4046 영양교육 3 3 전문 학사3-4년 1 연계전공
HOM4047 가정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기본이수
HOM4048 가정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년 2 기본이수
HOM4051 가정학현장실습 2 2 전문 학사3-4년 계절
HOM4052 영양사현장실습 2 2 전문 학사3-4년 계절
HOM4053 소비자상담 3 3 전문 학사3-4년 1
HOM4010 생활설계와 직업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54 가족복지 3 2 2 전문 학사3-4년 2
HOM4055 소비자 교육 3 3 전문 학사3-4년 2
HOM4056 가족관계 3 3 전문 학사3-4년 1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 교사

기초영양학
패션의 이해
가계경제학
한국조리

의복구성실습
가족학

소비자의사결정
조리과학
의복재료학
아동발달심리

➡

의복환경과 관리
식사요법
가족관계

생활설계와 직업
생애주기영양
가족복지
소비자상담

가정학현장실습
외국조리

서양복식문화사
부모교육론
주거학

주거 및 실내디자인
소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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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패션디자이너
패션머천다이저

패션의 이해
의복재료학
의복구성실습

➡ 의복환경과 관리
서양복식문화사

패션과 사회
색채와 디자인

드로잉
경영학원론
마케팅원론

조리기능사
푸드코디네이터

영양사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
한국조리
외국조리
식사요법

생애주기영양

식생활과 건강
식생활관리
영양교육

세계의 음식문화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학
아동발달심리

➡
가족관계
가족복지
부모교육론

결혼과 가족
부모교육

소비자상담(업무)
전문가

소비자의사결정
가계경제학

➡ 생활설계와 직업
소비자상담

소비자법
소비자행동론

건강가정사

아동발달심리
가계경제학
가족학

가정생활과 문화

➡

소비자상담
가족관계
주거학
영양교육
가족복지

소비자 교육
의복환경과 관리
생애주기영양

생활설계와 직업
부모교육론

노인복지론
가족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식품영양학
연계전공

기초영양학
한국조리
조리과학
영양교육

➡
생애주기영양
식사요법
외국조리
식생활관리

영양사현장실습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소비자학
연계전공

소비자의사결정
가계경제학

➡
생활설계와 직업

소비자상담
소비자 교육

경영학, 법학과, 행정학,
사회학, 경영정보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HOM2002 기초영양학 Basic Nutrition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인
체 내에서의 대사 작용을 연구하여 식생활에 활용하도록 한다.

This course research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utrients necessary for human to be alive, 
grow and live healthy life as well as metabolism in human body, in order to utilize those knowledges 
in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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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고 구매활동에 관한 미시적 기초이론과 국민경제와 가계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기초이론을 학습하게 된다.

Family Economics is a study to learn a general rule and principle in relation to decision making 
activities of distributing and using scarce resources for household economy to reach living 
standards. Since rapid economic growth and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make influence on the 
economic structure and role as well as consumption pattern.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micro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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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about major activities of household economy, in that, obtaining income and 
consumption/expense/distribution and the macro basic principle about relations between national 
economy and household economy.

HOM2006 한국조리 Korean Cooking

한국 음식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조리에 쓰이는 식품재료의 종류, 성질을 연구하고 실습을 통하여 우리나라 
음식의 조리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s to teach the cooking method of korean food by studying historic background as well 
as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ingredients of Korean cooking and by actual training.

HOM2009 의복구성실습 Clothing Construction

의복구성설계의 기본원리와 응용법을 다루는 과목으로 치수 설정과 의복원형의 설계원리, 원형의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옷의 종류와 디자인에 따라 재질의 특성과 디자인 원리에 적합한 옷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clothing construction design, and 
studies about size computation, design principle of original form of clothing and application of 
original form. This course develops the ability to construct clothes suitable for material quality and 
design principle according to kinds and design of clothes.

HOM2010 가족학 Family Science

가족의 기원, 제도, 기능 등에 관해 기초이론을 토대로 학습하며, 현대가족의 특성 및 과제 등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 가족의 특성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s based on basic principles about the origin, system and function of family, and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modern family. Also, it gropes into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y and its development.

HOM2014 조리과학 Cooking Science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식품의 물리적·화학적·영양적인 변화와 물성의 변화를 학습하고, 그의 원리를 연구
하여 조리계획에서 조리조작까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physical, chemical and nutritional changes of Food as well as its property 
changes. And by studying principles of these changes,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scientific and 
economic methods from planning to cooking.

HOM2018 소비자 의사결정 Consumer Decision-Making

소비자의사결정교육론은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규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 정보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지식을 학습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강좌의 내용으로 소비자 정보의 원천·획득·평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소비자의사결정과정의 단계별 내용에 대해 다루게 된다.

The educational theory of consumer decision making is to understand various economic rules and 
principles, which influence on consumer decision making as well as to learn contents of consumer 
information necessary for resonable decision making an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activities. Therefore, this course deals with (1)the origin, obtaining, evaluation of consumer 
information ,(2) the personal, environmental and mental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consumer 
activities and (3) contents of consumer decision making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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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2019 의복재료학 Textile 

의복재료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섬유의 종류, 형태, 구조, 성질을 학습하고, 실 및 옷감에 관한 내용
과 염색 및 가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Since our life is closely related to the textiles, it is important to have the right knowledge about 
textiles and textile product which are rapidly developing. Therefor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course is to learn types, shapes, structures and quantities of textiles, as well as teach the contents 
of string and cloth and the basic knowledge about dyeing and processing, based on the scientific 
theory about textile fibers.

HOM2022 아동발달심리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아동연구의 의의·역사·연구방법 등을 고찰하는 한편, 태내기에서 아동기까지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화적 
발달에 대하여 기본이론을 다루며 각 영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양육법에 대해 탐색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meaning/history/research method of child study. In addition,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 about physical, cognitive, and socializational development from the 
prenatal period to childhood and investigates the nurturing method which could plan for 
development in every realm.

HOM2023 패션의 이해 Introduction to Clothing & Textile 

패션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및 의의를 의류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의류
학의 다양한 세부 전공 중에서 패션디자인, 패션 마케팅, 패션머천다이징, 복식사, 의상사회심리 분야를 소개
하고 각 세부 전문영역별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Students can acquire comprehensive knowledge of clothing. Detailed course subjects include 
function of fashion,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e of the fashion industry, fashion marketing 
and merchandising, overview of the western fashion, fashion trend and socio-cultural trend, 
socio-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 and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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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clothing is environment which exists the most closely to human and lies between the human body 
and environment, this course examines relations between clothing as environment and the human 
wearing clothing and learns related fields to pursue the clothing life centering on human.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bility to purse the sound consumer life and to properly control 
the quality of textile products by learning the scientific knowledge , which is the theoretical basis 
that can solve all related problems generated from the process of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texti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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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studies dietary life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After learning their cooking methods, 
this course seeks reasonal development of Korean dietary life by selecting ones which can be 
introduced to Korea.

HOM4012 주거학 Housing

가족의 1차적 외부환경 요소인 주거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생활의 중요요소로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심미적 환경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666 2015 Course Catalog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human and housing environment, which is the 
first exterior environmental factor of family and teach physical ,social and aesthetic environments 
as important factors of housing life.

HOM4022 부모교육론 Applications & Practice of Children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의의와 그 역할, 그리고 부모교육의 전략을 살핌으로써 부모됨과 효율적인 부모노릇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seeks to understand about being parents and effective roles as parents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roles of parents as well as the strategy of parent education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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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본
다. 또한 그것을 토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 등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차기 신규교원선발체제개선이 요구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사 임용고사의 논문형 필기시험
에 대비한다.

This course purposes to analyze and discourse topic of human ecology field that child & family, 
clothing & textile, food & nutrition and consumer & HOMe management. Furthermore students will 
develop teacher professionalism and prepare essay 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s teachers.

HOM4040 식사요법 Diet Therapy

인체에 있어서 각종 질병의 종류와 원인·증세를 학습하고, 이들 질병의 병태생리 및 이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영양관리를 연구하여 식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kinds, causes and symptoms of various disease and investigates the methods 
to apply to real life by studying physiological conditions of these disease and nutritional 
management necessary to cur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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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understand change of Korean culture of family life and accept different countries’s 
various culture of family life. Topics will explore desirable direction of culture of family life.

HOM4042 생애주기영양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인간의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로 영양적 특성과 영양필요량, 영양문제와 해결, 식생활관리, 영양의 실제에 관
해서 학습하며, 영양학의 기본지식을 생애주기별 생리적 변화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special nutrition issues at different periods of the life cycle. Topics will cover 
the nutritional characteristics, food patterns, dietary intakes, nutritional requirements, and common 
nutritional problems of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nd aging adults.

HOM4043 식생활관리 Meal Management

합리적인 식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지식 및 식단작성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보며, 식단 계획 및 관리, 식품
구매, 가정의 식생활관리, 식생활 문화 등을 배운다.

Course will cover the planning and providing nutritional care for families, selection and evaluation of 
food products, meal service with emphasis on nutritional adequacy and the management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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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4044 서양복식문화사 History of Western costume

서양복식의 변천을 이집트시대부터 현대까지 문화적인 배경 내지는 예술과 연관시켜 그 흐름을 파악하고, 특
히 복식미를 분석함으로써 현대패션이 추구하는 미를 이해하며, 패션디자인을 할 때 그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미래패션의 방향을 예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will take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dress from ancient times to the 20th century, 
examining dress in the context of social, economic, and aesthetic development of Western culture.

HOM4045 주거 및 실내디자인 Housing Design & Practice

주거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주거를 실제로 계획하여 봄으로써 이론의 실생
활 적용을 모색한다.

This course gropes for actual life application of theory by actually planning housing for satisfying 
desires of family members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learned in Hous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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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focus on understanding methods and skills using appropriate nutritional knowledge 
in nutrition education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OM4047 가정교육론 Theori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본 교과는 가정과 교육의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과 가정과 교육관련 최근 이슈,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가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과 실제,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등의 이해
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ssential search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These include 
the basic concep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tudents learn basic theories of curriculum, 
teaching methods and assessment for each area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is course 
especially stressed for linking the theories and the educational situations in a as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HOM4048 가정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중등학교 가정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정과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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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main principle and techniques, 
when we plan a teaching-learning wa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t focuses on analyzing and 
constructing teaching materials so that the student-teachers will be able to develop their practical 
and creative abilities in making materials as well as to develop effective teaching-learning aids.

HOM4051 가정학현장실습 Career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Internship

본 교과는 가정학과 관련된 각 영역(소비자, 식품영양, 아동가족, 의류학)의 직업현장에 실습을 통하여 이론
으로 배운 것을 실제 경험하는데 있다. 본 현장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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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4052 영양사현장실습 Dietetic Internship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 및 법규, 임상영양학, 단체급식 및 급식경영, 생애주기영양 등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영양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반산업체, 병원, 학교, 보건소, 건강센터 등에서 영양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2주이상 수행하는 과목으로서 영양사 면허 시험 응시자를 위한 필수과목이다.

HOM4053 소비자상담 Consumer Service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따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과로, 소비
자 전문상담사 자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과이다.

HOM4010 생활설계와 직업  Life Planning & Career Development

본 교과는 개인 및 가족원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생활설계이론과 
실천능력을 학습한다. 또한 생활설계에 맞는 직업개발의 가치, 방법, 환경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In living a life with jobs, a certain amount of money is necessary to pursue the expected style of 
life style till old ages. So people seek the ways to live whole life without worrying about money 
and to mange income earned from professional life to maintain certain lifestyle for whole like. This 
course is about selecting and maintaining professions as well as the way to prepare for life plan. 
Also, students learn how to prepare for selecting professions and studies theory and practial 
strategies for planning personal life.

HOM4054 가족복지 Family welfare

가족의 변화로 인한 가족문제의 발생을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학습한
다. 나아가 관련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사회의 가족복지정책 및 사업의 실제를 이해한다.

this course discuss about family needs, concept, and the policies of family welfare in order to 
achieve family strengths. Furthermore, buy visiting family welfare organization, we can understand 
the actual program of family welfare in our society.

HOM4055 소비자 교육 Consumer Education

소비자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시대의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에 따른 소비
자 문제와 다양한 해결방법을 학습한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가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비자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습득한다.

HOM4056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s

결혼의 의의 및 그 성립과정을 살피고 결혼 후의 인간관계(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고부, 친족간 등), 가정
법률 등에 관해 학습한다. 또한 오늘날 가족 내 주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처 방법 등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meaning and establishing process of Marriage. And it is to teach human 
relations after marriage (between husband 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brother and sister, 
mother-in-low and daughter-in-law, and relatives) and domestic relations law. Also, this course 
considers the present problems of the modern family and seeks solutions to them.



669체육교육

09

사
범
대
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

체육교육과는 중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교과”에 대

한 교수-학습 지도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 교

육과정에 부합된 체육교과 교육학과 체육교과 내용

학 분류로서 전공운영을 한다.

그리고 국가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체육교과”에서의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학문적 

배경으로 이론과 기능을 통합지도하여 교육자적인 

소양과 인성을 겸비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으

며, 그 외의 관련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도

모토록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수행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제1역량

  1) “체육교과”의 교수-학습지도력 함양(인간운동 

이론과 운동기능의 통합지도력)

  2) 체육교사로서의 교직 인,적성 고양 및 생활지도

력 육성

  3) 체육교육 및 “체육교과”의 정책인지와 창의적 연

구역량 개발

■ 제2역량

  1) 학교체육 및 스포츠 클럽 지도역량

  2) 체육교육의 현장 연계 체험학습과 학습지도의 

적응력 함양

  3)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봉사(스포츠 센터 및 체

육시설, 레저타운, 계절운동)

■ 제3역량

  1) 국내외 연수 및 생활체육에의 참여 및 프로그램 

운용능력 배양

  2) 스포츠 산업 분야 진로역량 배양

  3) 각종 체육관련 자격인증 참여(예: 생활체육지도

자 자격, 각종 단체인증 자격, 연수 프로그램 참

여 등)

 학과(전공) 소개

1. 주요 연혁

  1) 학부

    (1)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신설[1969.12.27] 입학

정원 30명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일반학생 10명 증원[올

림픽 정책: 1988.03.01.]; 입학정원 40명

    (3) 정부의 체육특기생 동일계 통합정책에 따른 

30명 증원[2000. 03. 01]; 입학정원 70명

    (4)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체육특기생 10명 감축

[2012년]; 입학정원 60명[일반 40명, 특기생 

20명]

  2) 대학원

    (1)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체육교육 전공 신설

[1979.12.05]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체육학과”신설

[1976년]

    (3)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체육학과”신설

[2000.03.01.] 

2. 전공교육 및 역량활동의 문화-환경조성

  (1) “체육교과” 전공에 대한 선진 교육문화-환경 조성

    ① “체육교과” 전공에 대한 교과교육적 운동과학

적 지적수준과 교수-학습지도역량 제고  

체육교육과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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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율적인 “체육교과” 역량활동에서의 윤리적 

교육문화 환경과 교육적인 덕목지침 운영 

  (2) “체육교과”와 그 외 확대역량 개발과 활동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 국내외 실습과 연수 참여, 교외

봉사 및 각종 정책행사와 프로그램 참여, 자격취

득 활동 등 교육적 효과 극대화 프로그램 운영

  (3) 전공 및 대내외 정책반영에 대한 학사운영의 

합리적 투명성과 열린체제로서의 의견조정-

지도상담-공감-공유의 공동체적 운영 선도

  (4) 전공의 학문적 조류 및 정책적 교육적 사회적 

변화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적응과 구성원 

선진문화의 지속적인 노력

  (5) 교내 전공별 재학생의 전체만족도 조사 결과, 

연속 1위에서 5위권 이내 유지

3. 제도개선  

  (1) 대학 체육관의 교육문화적인 기능공간 학습가

치성 제고

       * 전국 선도, “운동기능 학습장” 및 “체력운동 학습장”으로 명칭

변경

  (2) 입학사정관제 선발[Do-Dream]

  (3) 입학전형에서의 과학적인 신뢰성 확보; 전국 

선도

       * “전자 디지털” 계측과 수험생 “확인서명” 제도 도입

       * 입학정형 경쟁률: 연평균 20:1이상

  (4) 체육특기생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과학적 학

사운용

       * 전국 선도, “체육교육과 학사시행세칙”과 특기생 성적평가의 

과학적 표준양식 제정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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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운동 기능학습을 통한 교육이념 및 교육

목표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

양과 문제해결 학습, 학생 생활중심 교과과정, 현장

체험 연계 학습, 동기유발자로서의 교직능력과 반성

적 교수 형태의 실천적 학습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움직임 현상에 대한 철학적, 문화사적, 

생리학적, 심리학적, 생체역학적, 사회학적인 체육

원리적 접근을 통하여 인체공학적, 영양학적, 경영관

리학적, 체력학과 건강, Condition과 감상적응 분야 

등의 기초와 운동기능적 응용분야를 망라하여 인간 

유기체에 관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학습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의 체육교육은 인간의 행복추구

를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위한 예방의학적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한 효과적인 충족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학문적 성격 또한 사회적 변화 수요와 

더불어 큰 기능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유능한 체육교사와 방과 후 

및 주말의 스포츠 클럽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배출하

는 것이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변화와 건강한 삶 및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 전문

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는 개인의 

역량정도에 따라 매우 폭이 넓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 교사 이외 헬스클럽 지도자나 생

활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 산업-경

영·마케팅 분야, 스포츠 의료분야, 건강생활 분야, 

레저스포츠 분야, 프로스포츠 분야, 체육실기지도 분

야, 스포츠 미디어 분야 그리고 국가 및 사회기관, 

특별분야 등에 간접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실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및 연구직 다수

  (2) 해외 유학 다수

  (3) 체육행정기관 및 단체활동 다수

  (4) 교육관리직 및 교원 진출, 연속 200여명 

  (5) 레저스포츠 산업체 및 생활체육 기관[중역 포

함] 30여명

  (6) 세계적 인물; 인류최초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

과 대탐험가 “박영석”

  (7) 스포츠 스타; 농구경기-야구경기-축구경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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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레저 스포츠 지도자: 국가 및 프로-실업팀 감

독과 코치 등 다수

  (9) 국회의원 및 정치인, 국가 공무원 진출

  (10) 군 고급장교[대령급 이상: 학군, 학사 등] 다수

 교수 소개

임  식
전 공 분 야 [주]운동심리학  [부]체육교과 교육학
세부연구분야 운동제어-학습심리; 교수-학습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체육학 전공 체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명지대학교 운동심리학 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체육교육개론 운동심리학 운동학습이론 체육과 연구법 운동기능지도법
대 표 저 서 체육심리학 연구법

대 표 논 문
전신반응 이후 동작시간에서의 초속도에 관한 연구(Ⅱ)
움직임 교육 모형에서의 명령식 교수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가치분석
남자대학 경기선수의 긍정적 자화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채 환 국
전 공 분 야 Training Method
세부연구분야 체력육성법; 코우칭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체육학 전공 체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Training Method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체육측정평가 안전교육론 코우치론 체력육성법 골프지도법

대 표 논 문
골프연습장 이용고객들의 참여특성에 따른 골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정도, 참여동기와 스포츠몰입의 관계
공공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서비스만족이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

손 재 현
전 공 분 야 무용
세부연구분야 무용교육, 레크리에이션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무용전공 체육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무용전공 체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무용교육 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레크리에이션지도법 댄스스포츠지도법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대 표 저 서
제망매가(창작발레), 손재현무용단.
元曉(창작발레), 손재현무용단.
코스모스, 손재현무용단.

대 표 논 문
무용전공 여고생의 성격 5요인이 공연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Dewey의 실용주의 미적 경험과 무용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의 인과관계

채 재 성
전 공 분 야 스포츠사회학
세부연구분야 스포츠사회학, 생활체육, 체육경영관리
학사학위과정 영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스포츠사회학 전공 체육교육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체육논리 및 
논술

스포츠이론과 
실제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테니스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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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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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HE2001 육상 지도법 2 1 2 기초 학사1년 1
PHE2003 체조 지도법 2 1 2 기초 학사1년 2
PHE2008 체육문화사 3 3 기초 학사2년 1
PHE2010 안전교육론 3 3 기초 학사2년 1
PHE2012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2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15 축구 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19 태권도 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21 수영 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23 댄스스포츠 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1
PHE2036 운동생리학 3 3 기초 학사2년 2
PHE2038 운동심리학 3 3 기초 학사2년 2
PHE2041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2 1 2 기초 학사2년 2
PHE2042 배구 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2
PHE2044 유도 지도법 1 2 기초 학사2년 2
PHE2045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2 3 기초 학사2년 2
PHE2046 체육교육개론 3 3 기초 학사2년 1
PHE2047 스포츠 이론과 실제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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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20 테니스 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31 스포츠 사회학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32 코우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36 체육측정평가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38 동계스포츠 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2
PHE4039 농구 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2
PHE4043 체육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HE4045 골프 지도법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56 건강교육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60 체육논리 및 논술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61 체육과 연구법 3 3 전문 학사3∼4년 2
PHE4067 체육과 교육론 3 3 전문 학사3 1
PHE4068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전문 학사3 2
PHE4070 운동기능 지도법1 1 2 전문 학사3∼4년 1
PHE4071 운동기능 지도법2 1 2 전문 학사3∼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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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A트랙
[중등학교 
교사 및 
스포츠 

클럽지도]

육상지도법, 체조지도법
체육교육개론, 체육문화사, 

안전교육론, 스포츠이론과 실제,
레크리에이션지도법, 

배구지도법, 축구지도법, 
태권도지도법,

유도지도법, 수영지도법,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

체육과 교육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논리 및 논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테니스지도법, 농구지도법, 생체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체육관리론,

체육과연구법, 운동기능지도법, 
핸드볼지도법, 골프지도법, 

동계스포츠지도법, 댄스스포츠지도법, 
코우치론, 체력육성법, 스포츠사회학,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실습

B트랙
[대학원 진학 
및 학문연구] 

체육교육개론, 체육문화사, 
안전교육론, 

레크리에이션지도법
스포츠이론과 실제,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

체육과 교육론, 운동학습이론, 체력육성법, 
코우치론,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생체역학, 체육과연구법학교체육과 

체험학습

C트랙
[체육 

관련기관]

체육교육개론, 체육문화사, 
안전교육론,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
체력육성법, 코우치론,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생체역학, 운동처방, 

스포츠사회학,
운동학습이론, 체육과 연구법, 생체역학, 

체육관리론,

D트랙
[각종 지도자 
및 스포츠 
산업-경영]

체육교육개론, 체육문화사
안전교육론, 스포츠이론과 실제, 
레크리에이션지도법,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

육상지도법, 체조지도법
체력육성법,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생체역학,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스포츠사회학, 체육과 

연구법, 건강교육론, 코우치론, 
체육관리론,

복수전공트랙

육상지도법, 체조지도법 
체육교육개론, 체육문화사, 

안전교육론,스포츠이론과 실제,
레크리에이션지도법,배구지도법, 

축구지도법, 태권도지도법, 
유도지도법, 수영지도법,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

체육과 교육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논리 및 논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테니스지도법, 농구지도법, 생체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체육관리론,

체육과연구법, 운동기능지도법, 
핸드볼지도법, 골프지도법, 

동계스포츠지도법, 댄스스포츠지도법, 
코우치론, 체력육성법, 스포츠사회학,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실습

 교과목 해설

PHE2001 육상 지도법 Guiding  Method  of Track and  Field

중등학교체육교과의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육상경기에관한제이론및기능을
학습하는데있어서과학적인원리와지도기술을 습득하고숙련함으로써 그 학습지도력을성취토록하며,
국제적동향과정보화,교육적기능에의적극적인지도방법을유인토록한다.

Inlearningtheoriesandfunctionsaboutathleticsports. thepurposeof thiscourse is forstudentsto
acquire and trainscientific principles andteaching techniques inorder toachieve thegoalsof
physical education and the ability to teachhowto learn and to drawthe active cognition in
international situation, informatizationandeducation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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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2003 체조 지도법 Guiding  Method  of Gymnastic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 함양을 위하여 체조의유래와의의,효과등을이해하고,
체조전반에대한지도방법의습득은물론,맨손체조와기구체조및기계체조의원리와기능에 대하여지도기
술을 학습한다.또한체조에대한이론과기능의습득을통하여사회적응및교직능력을할수있도록인간화및
정보화,세계화에기여함과동시에그바탕을제공할수있도록한다.

Inthiscourse, studentsunderstand the origin,meaning and effectofgymnasticsandlearn
teachingmethod for all gymnastics aswell as the principle and functionof free gymnastics,
apparatus gymnastic andheavygymnastic. Also, through learning the theoryand functionof
gymnastics, studentsdeveloptheability for social adaptionandteachingprofessionso that they
couldcontributehumanization, informatizationandglobalizationandprovide the foundationsfor
thoseat thesametime.

PHE2008 체육 문화사 Cultural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의국내외적변천과정과국내외
의체육사조를체계있는정보자료를통하여연구고찰하고,현대체육의미래지향적발전을위한사적배경을제
시함과동시에인간생활의문화적배경을학습토록한다.

Thiscoursestudiesandconsiders thedomesticandforeigntransitionprocessofphysical education
andthethoughtsofphysical educationinthe insideandoutsideof countrythroughthesystematic
informationmaterials.Also, thiscourseprovides thebackgroundof thoughtsandhelpsstudents to
understandthecultural backgroundofhumanlifeatthesametime.

PHE2010 안전교육론 Theory of Safety Educa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체적사회적요인에의한각종사고
및손상에대하여안전성학보및예방,그리고처치능력을지도하고과학적인정보화에의한국제적체제와방
법을제공하여인간생활에서의안전을도모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학습하는데있다.

Thepurposeofthiscourseistoteachsafety aquisition&preventionandtreatmentabilityaboutvarious
accidentsanddamagescausedbyphysicalandsocial factor.Andthiscoursealsoprovidestheinternational
systemandmethod byscientific informatizationinordertopromotethesafetyofhumanlife.

PHE2012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Sports for all and  Field  Learning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위하여 각종생활체육종목과프로그램에대한연구는
물론실제현장탐방과학습을통한생활체육의시야를넓힘으로써사회적변화적응과학교체육의생활현장정
보화를통한중등학교교직능력을함양한다.

Thiscourseresearchesthevariouseventsofsports forall andprograms.Anditalsoextendstheview
of sports of all byactual fieldreportingand learningso that students cancultivate the teaching
abilityinsecondaryschool throughtheadaptiontosocial changeandinformatizationinlivingfield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HE2015 축구 지도법 Guiding Methods of Soccer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축구경기의발달과정과경기규칙을 
익히고기초기술과전문기술을습득하여중등교과의경쟁 스포츠의 지도력을함양한다.

Inthiscourse, students learnthedevelopmentprocessofsoccerandrulesofgameaswellasbasicand
expertknowledgeinordertodeveloptheteachingabilityfor thesecondary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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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2019 태권도 지도법 Guiding Methods of Taekwondo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태권도의역사를이해하고기본동작
과기본형을익혀실제에서의응용능력을키우고기초지도기술을숙지하여세계적변화추세에적응케함은물
론학습에서의정보화를통한사회적인격도야에최선을다하게한다.

Thiscourse isdesignedtoeducatestudents tounderstandthehistoryofTaekwondoandtolearnthe
basicmotionsandfundamental form.Throughthese, studentsdeveloptheabilityofapplyingtheseto
real lifeand learnthebasic teachingskills inordertoadapt themselves tothechangingtrendof the
worldaswellasdotheirbest inbuildingtheirchracter throughinformatizatoninlearning.

PHE2021 수영 지도법 Guiding Methods of Swimming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영에관한기초지식과동작을이해
하고 그숙련과응용을통하여중등학교교과학습수행력을함양한다.

Studentsunderstandthebasicknowledgeandmotionofswimminganddevelopthelearningability in
secondaryschool curriculumthroughskillsandpractical application.

PHE2023 댄스스포츠 지도법 Dance Sports Guiding Method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체의구성동작과율동을통하여정
서적육체적건강및생활스포츠의기능과함께중등학교에서의생활체육지도력을함양한다.

Inthiscourse, students fostermental&physical health, functionof sports for all and leadership
potential inthesecondaryschool throughphysicalmotionofhumanbody andrhythmicmovement.

PHE2036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체의골격,근육,신경,순환,배설,
소화,등에관한기초지식을이해시켜신체활동에있어서의생리적상호작용에대한지도를하며,새로운국제
적정보자료와적용을통하여인간생활에적극적인가치를부여할수있는지도를한다.

Throughthiscourse, studentsget tounderstandthebasicknowledgeof skeletal structure,muscle,
nerve, circulation, excretion, digestionandetcofhumanbody inorder to learnthephysiological
interaction inhumanbodyactivity. Andthrough applicationandnewinternational information
materials,students learntoputactivevalueinhumanlife.

PHE2038 운동심리학 Psychology of Exercise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간운동수행에서의상황적조건에
따른심리적관련요인과기초를이해하고,신체운동의목표를성취하기위한운동지각에서부터운동발달,운
동및경기심리,건강심리등에관한이론을연구하여중등체육교과지도력을함양하는데있다.

Thepurposeof this course is tounderstandpsychological factors and foundationaccording to
situational conditions inhuman’sexerciseperformance.Andthiscourseresearchesthetheorieson
cognitionofexercise, exercisedevelopment,exercise,gamepsychology,healthpsychologyandsoon
inordertofoster the leadershippotential inphysical educational courseof thesecondaryschool.

PHE2041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Lifelong  Physical  Education  and Outdoor Activitie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의건강을중시하는데에서
비롯된예방의학적활동에대한지도력을겸비하고,야외활동프로그램및다양한경험을통하여중등학교에서
의평생체육학습지도력을함양한다.

Inthiscourse, students combinethe leadershippotential forpreventivemedicineactivitiescaused
fromthehealthinModernsocietyaswellasfoster theteachingabilityfor lifelongphysical activityin
thesecondaryschool throughoutdooractivityprogramandvarious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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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2042 배구 지도법 Guiding Method of Valley ball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배구경기의기초이론과기술,규칙그리
고경기운영에대한지도력은함양케하는데있어서사회적가치인식과국제적경향에적응할수있게하며각종
자료및개발경향을실제화하여인간생활정보화및중등체육지도영역으로서의효과적적응에기여토록한다.

Thepurposeofthiscourse istofoster thefundamental theory, skill, ruleandtheleadershippotential
forgameoperationofvolleyball game,whichcanhelpstudents torecognizethesocial valueandto
adoptthemselvestointernational trend. Inaddition,thiscourseactualizesthevariousmaterialsand
developmenttrend, sothat it couldhelpstudent to effectivelyadaptto informatizationofhumanlife
andphysical educationareaof thesecondaryschool.

PHE2044 유도 지도법 Judo Guiding Method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도의기초이론과기술숙련을통하
여사회적적응력과중등체육에대한지도력을함양케하며국제적기술개발과정보유입,그리고인간생활에
대한적응력의가치를부여케한다.

Inthiscourse, studentscanfoster thesocial adaptationabilityandleadershippotential for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andlearnedtovalueinternational techniquedevelopment, informationflow
andadaptation tohumanlife.

PHE2045 레크리에이션지도법 Recreation Teaching Method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대생활의사회적변화에적응하기
위한인간기능의다양화를위해레크리에이션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정보화된각종활동의프로그램을경험
케하여변화하는사회적응력과지도력에대한적극적인활동을할수있게한다.

Inorder todiversifyhumanfunctionofadaptiontosocial changes inmodernlife, thiscoursehelps
students to recognize the importanceof recreationandtoexperiencethe informatizedprogramof
various activities so that they coulddopositive activities for changingsocial adaptabilityand
leadershippotential.

PHE2046 체육교육개론 Outline Theory of Physical Educa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교육전반에대한본질적이고폭
넓은이해를바탕으로하여전공수행능력의기초를제공하고,중등체육교과에대한인간운동의개념적기초
를인지토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search thebasic knowledgeandcomprehensive outline of physical
educationinorder topromotefundamental understandingofphysical education. Inaddition, this
courseprovides theacademicfoundationfor learningpedagogyandcontentsofphysical education
coursesothat it couldpromotetheperformanceinphysical education’scourse.

PHE2047 스포츠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Sport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스포츠경기에대한역사적, 철학적
고찰과함께다양한스포츠종목에대하여발생기원과역사적발전과정및경기운영방법,룰,용품,경기장등
에대한이론적, 실제적이해를도모한다.

ThisSubjectDevicesTheoretical andPracticalUnderstandingonrules,Equipments,PlayingGround
ofSportEntrieswithHistoricalandPhilosophical andPhilosophicalContemplationofSports.

PHE4002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운동수행의효율적인프로그램과운
동기능향상을위한처방및합리적운동요법을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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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courseresearches theeffectiveprogramof exerciseperformanceaswell asprescriptionand
resonableexercisetreatmentforimprovementofexercisefunction.

PHE4004 생체역학 Biomechanic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체운동에대한역학적분석과이론
을이해하고실제에있어서의효율적적용과경기력향상을위한지도방법을학습함에있어서국제적이론과정
보체제를이용하여적극적연구를도모케한다.

Thepurpose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mechanical analysisand theoryabout physical
exercise.And ineffectiveapplicationof theseandlearningthe teachingmethodfor performance
improvement, ithelpstudentspursuetoconduct theactiveresearchusinginternational theoryand
information system.

PHE4006 운동학습이론 Theory of Motor Learning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체운동에서의정보처리과정에따른제반학습이론을탐
구하여운동기능수행과운동능력을과학적으로규명함으로써중등학교교과지도력을함양하는데있다.

This course investigates various learningtheories related to informationprocessing inhuman
exerciseandscientificallyclarifies theperformanceofmotorfunctionanmotoractivityin
ordertofoster theteachingabilityfor secondaryschool curriculum.

PHE4011 체력육성법 Enhancing Methods of Basal Physical Fitnes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생리학적,기능학적,심리학적인측
면에서의이론적인근거를통해체력육성프로그램의작성및지도방법을함양하며,또한경기상황및체력과
기술향상에대한현장적응력을육성한다.

Basedonthe theoretical foundation inthephysiological, functional andpsychological aspects,
students learnthe makingandteachingmethodsof thephysical development programaswell as
foster thefieldadaptabilitytogamesituationandimprovementofphysical strengthandskills.

PHE4014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Experience Learning

중등학교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함양하기위해서학교체육현장을직접방문하여체육
교과학습활동의실제를체험하고,필요시현직중등교원을초빙하여특강을통한학교체육지도력을함양할
수있는연계체제를이루는데있다.

Inthiscourse, studentsvisit thephysical educationfieldinschool themselvesandexperienceactual
learningactivityofphysical educationinordertofoster teachingabilityfor instructingthephysical
educationinthesecondaryschool.Andby calling inspecialistforthelectureifnecessary, it intendsto
maketheconnectionsystemwhichcanfostertheteachingabilityforthephysical educationinschool.

PHE4017 핸드볼 지도법 Hand Ball Guiding Method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핸드볼의기본기술과경기방법및규
칙을익히고단체경기에서주어지는사회적인발달의중요성을인식시키며체육지도자로서의교육적자질을
확보토록하여국제적인감각과학습의정보화를통한인간기능의과학성을인지토록한다.

Thiscourse isdesignedforstudentstolearnthebasicskills,gamemethodsandrulesofhandball and
torecognizetheimportanceofsocial developmentgiveninteamcompetitionaswell astoachievethe
educational qualityasphysical educationinstructor.So, studentscanrecognizethescientificationof
humanfunctionthroughinternational senseandinformatization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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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4020 테니스 지도법 Tennis  Guiding Method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테니스의제이론과경기방법및운영
을배우고,기술의국제적경향과정보,그리고과학기술개발및숙련을통하여체육교사로서의지도력은물론
인간생활문화및정보로서의가치와교육적,사회적역할에기여토록한다.

Students learnvarious theories relatedtoTennis, andmethod&management of game. Through
international trendandinformationof techniquesaswell asscience&technologydevelopmentand
training, thiscoursehelpsstudentscontributetotheleadership asphysical educationinstructor, the
valueasculture&informationinhumanlifeandeducational&social roles.

PHE4031 스포츠 사회학 Sociology of Sport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교육과스포츠활동의사회적측
면을사회학적연구방법을통하여고찰하며스포츠와사회관계양상에대한폭넓은이해를통해중등체육교직
수행능력을배양한다.

This studycontemplates the social aspect of physical educationand sports activities through
sociological researchmethodand fosters the teachingperformance in the secondaryphysical
educationthoughthewide latitudeofunderstanding.

PHE4032 코우치론 Theory of Coaching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코우칭의원리와지도자로서의사명
을인식시켜국제적경향의각종트레이닝법을정보화하여생리학,심리학,역학등의과학적응용및운동상황
의변화에대처하는지도력을한다.

Withthiscourse, studentsrecognizetheprincipleofcoachingandmissionasinstructorandfosterthe
leadershiptodealwithscientificapplicationofphysiology,psychologyanddynamics andthechange
ofexercisesituationbyinformatizingvarioustrainingmethodsof international trend.

PHE4036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활동및현상에따른요인별측정
과분석,평가를통하여새로운체육활동및적응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과정보화하는데있으며,국제적사회
적변화에따른연구및측정기법을이해케하여중등체육교직능력을부여케한다.

Thepurposeof this course is toprovide thebasicmaterialsnecessaryfornewphysical education
activityandadaptation throughmeasurement, analysis andevaluationaccording tophysical
educationactivityandsituation.Also, thiscursehelpstounderstandtheresearchandmeasurement
techniquesaccordingto international andsocial changes, inorder tofoster the teachingabilityfor
physical educationin thesecondaryschool.

PHE4038 동계스포츠 지도법 Winter Sport Guiding Method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동계의활동가능한스포츠로서스키 
및빙상등의레져활동은물론그기능과지도력을함양하고사회변동적인간생활의가치와형성에필요한스포
츠의교육적기회를제공한다.

Studentsengage in leisureactivities for sportsavailable inwinter suchasski and icesportsand
developtheperformanceandleadership.Thiscoursealsoprovides theeducational opportunitiesof
sportswhicharenecessaryforvalueandformationofhumanlife.

PHE4039 농구 지도법 Guiding Method of Basketball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농구경기의제이론과경기규칙,경기
운영국제적경향및정보,그리고기본기술의숙련과지도방법을통해중등체육의교육적사명을다하며농구
의생활가치능력을인지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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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courseencouragesstudents todotheirbest tocarryabout educationalmissionof thephysical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and recognize thebasketball’s value in life throughrelevant
theories, gamerules, gamemanagement, international trend&information, trainingof basic
techniquesandteachingmethodofbasketball game.

PHE4043 체육관리론 Management Theory of Physical Educa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현상에따른제도,시설,인원,
물자,재정,행정등의합리적이고과학적관리과정과기능을이해하고이를통해효율적인체육활동의환경을
제공할수있는체육관리자의능력을배양한다.

This course is tounderstand the rational and scientific processesandfunctions of the system,
facility,personnel,goods, financeandadministration.Andthroughthese, students foster theability
ofphysical educationmanagerswhocanprovide the effectiveenvironmentof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PHE4045 골프 지도법 Golf Guiding Methods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골프의대중화와더불어건전하며신
사적인경기를통하여심신의건강을도모하며사회적적응력을함양하는데의의가있다.

Thepurposeofthisstudyistoseekthehealthofmindandbodyandtofostersocialadaptabilityalong
withthepopularizationofgolf.

PHE4056 건강교육론 Health  Education Theory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간의육체적,정신적,사회적,심리
적인건강을유지하는데필요한지식과태도,습관및행동의제과정을학습시키기위해국제적건강이론과기
초,그리고각종정보와사회변화에따른건강관리에대한지도력을함양한다.

Inorder toeducate theknowledge, attitude,habit andprocessofbehavior whicharenecessaryfor
physical,mental, socialandpsychologicalhealthofhuman,thiscourse providesinternationalhealth
theory&foundationand informationaswell aspromotes the leadership forhealthmanagement
accordingtothesocial changes.

PHE4060 체육논리 및 논술 Logic and  Statement on  Physical Educa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내용학과 체육교과교육학의 전문적인 내용을 논리적
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하고, 체육과학과체육교육적 이슈가될만한주제들을선택하여교육자적 역
량을 갖추도록 한다.

Thiscoursedealswiththesubjectswhichcanbe important learningcontentsandissues insports
science. Studentswill developtheability toexpresswhat they learnandcultivate thequalityas
physical educationleader.

PHE4061 체육과 연구법 Research Methods in Physical Education a Subject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과 체육관련 전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교과운영과관련에대한연구의
식을바탕으로교과수행력또는지도력을함양에서의정보화와과학적인연구설계및창의적이고과학적인절
차는물론체계적인보고서작성과자료보존능력을갖도록한다.

This courseprovides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of field, concept, techniques, process and
writing report of research related tophysical educationandresearches ofHumanities&Social
Sciencesandnatural sciences, inorder to foster students’ curriculumperformancesandabilities
relatedtoresearch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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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4067 체육과 교육론 Education Theory in Physical Education a Subject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과교육과정,교수-학습이론,학습평가, 체육교육이론
의 교육적 배경이론을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자적 능력과교수학습법의 기초이론을효율적으로학습
토록 한다.

Thepurposeofthissubjectwastodiscussphysical educationinstructionintermsofplanning,process
andevaluationinmiddle&highclassofschool.Also, thissubjectdiscusses thereasonwhysucha
narrativeapproachisnecessaryformiddle&highschool physical educationatatheoretic level.

PHE4068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Materials & Guiding Method in Physical Education

중등학교 체육교과 학습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습지도의형태,모형,일반이론을통한유능한교재연구
와 지도법을 실제화하여 교직자로서의 지도력을 갖추는 데있다.

Effectiveteacherhas intentionandcommitment tohelpingstudents learn.Also, effectiveteachers
expect students toachieve, andtheyprovidea firmfoundationfor this tooccur.wediscusswhat
makesagoodP.E. teacher?HowwecanmakeourP.E. lessonssignificantly?

PHE4069 멘토프로그램
(사례실습과 PAPS의접근)

MentorProgram(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민간체육시설의선진사례체험과학교생활체육의적용방법을익힌다.국내체육시설운영업의트렌드를알아
본다.민간체육시설체험을통해학교체육과의연관성을찾아본다.PAPS시스템의실제사례를체험하고실
행하여적용한다.국내외우수학교체육시스템사례에대해알아본다.

PHE4070 운동기능 지도법[1] Guiding Methods of Exercise Skill [1]

중등학교체육교과수업의학습지도력을배양하기위하여각종운동기능을종합적으로숙련함과동시에그지
도과정을실습한다.

Inthis course, students seektodevelopthe leadershipofbasic functionandtechniques through
repetitivepracticeofall practical linesincludedinthefieldofphysical educationcurriculum.

PHE4071 운동기능 지도법[2] Guiding Methods of Exercise Skill [2]

‘운동기능지도법1’을응용및실제지도기술을숙련하고 학습한다.

Inthis course, students seektodevelopthe leadershipofbasic functionandtechniques through
repetitivepracticeofall practical linesincludedinthefieldofphysical education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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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학과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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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 인재상

가. 불교미술의 현대화, 대중화는 물론 불교문화재의 

보존, 조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설정과 전

문가의 양성에 매진한다.

나. 조형예술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익히고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창조적인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술인을 양성한다.

다. 순수조형예술에 심미적 기능을 산업과 연계시켜 

실용성 있는 디자인에 신개념을 창출한다.

라. 전통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연마시켜 전문인

으로 양성한다.

마.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의 응용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순수미술과의 결합을 통한 

신디자인 개념을 창출한다.

■ 전공별 교육목표

가. 불교미술전공

동양문화의 진수이자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

교미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야하는 특수 분야로 

불교미술개론, 불교회화론, 불교조소론, 불교공예

론, 불교건축 탑파론, 박물관학, 한국미술사, 동양미

술사, 불교미술실기 등을 교육한다. 특히 미술 일반

지식은 물론 불교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의 전통문화, 불교문화재에 대한 기본지식을 필요로 

한다.

나. 한국화전공

한국화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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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식과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건사

물에 대한 감수 능력을 길러 자기창작을 실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다. 서양화전공

대상을 재현하는 사실적 회화로부터 추상 및 개념미

술, 설치 및 영상매체를 이용한 표현 등 여러 유파의 

조형적 실험을 경험한다. 저학년 때는 사물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고학년 때는 주관적 해석

과 뉴미디어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신조형 창출에 관

심을 갖게 한다.

라. 조소전공

이론과 실기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입체에 대

한 개성적, 창의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작품에 대한 비평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과(전공) 소개
 

동양문화의 진수이자 한국문화의 근간인 불교미술을 

비롯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소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해야하는 분야로 불교미술개론, 불교회화론, 불교조

소론, 불교공예론, 불교건축 탑파론, 박물관학, 한국

미술사, 동양미술사, 불교미술실기, 한국회화, 문인

화, 산수화 연구, 수묵채색화, 서양화창작실기, 조형

Fine Arts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조소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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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드로잉, 재료기법, 조소창작실기, 설치와 매

체, 혼합조각, 금속조 등을 교육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불교미술을 포함한 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미술의 

경향은 부단한 진로모색과 새롭고 참신한 미술이념의 

다양한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의 문제

는 인간의 영원한 과제이므로 불교미술은 물론 일반

미술의 학문적 성취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작가, 미술비평가, 큐레이터, 기고가, 의상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방송영상편집, 영화미술

전반, 인테리어디자이너, 학예연구사, 문화재 관리

사, 불교미술기술자, 불교미술기능자, 불교사원 설

계감독자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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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금속미술론 특수연구 불교회화론

대 표 저 서
불교회화의 감정
한국불교미술대전(공저), 불교공예(공저), 범어사(공저)
개인전 4회/단체전 30회

대 표 논 문

｢한국청동은입사향완의 연구｣
｢조선조 인조-숙종대 불화 연구｣
｢조선조 영-정조대 불화 연구｣
｢화승 신겸파 불화의 연구｣
｢조선시대 삼신삼세불 도상 연구｣
｢조선 전반기 불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조선 후반기 제1기 불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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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학연구의 범주와 방법｣, 미술문화연구, 동서미술문화학회, 2013
｢문인화와 선종화의 유사성관계 고찰｣,동양예술, 한국동양예술학회, 2013
｢동아시아세계의 형성과 전개에 미친정보문화교류의 역사적 계기｣, 고조선단군학, 고조선단군학회, 2013
｢동아시아 신석기시대 생활문화와 예술｣, 고조선단군학, 고조선단군학회, 2012
｢미술의 문화적 작용｣,미술문화연구, 동서미술문화학회, 2012
｢關於韓國水墨畵的20世紀回顧及21世紀展望｣, 國際水墨畵大展學術硏討會論文集, 國立臺灣師範大學, 2012 
｢고대동아시아상장미술의 표현｣, 고조선단군학 제25호, 고조선단국학회, 2011
｢선종미학의 초보적탐색｣, 한국선학 제30호, 한국선학회, 2011
｢선종의 공안과 수묵화 출현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선적사유와 심미교육의 접근성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24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선종과 시·화의 결합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17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선종의 출현과 문인의 심미의식｣, 한국불교학 제33집, 한국불교학회, 2003

개인전  및 
단 체 전

개인전 15회
단체전 30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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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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 회화창작1 회화창작2

개 인 전

1986 동덕미술관(서울) 1989 국립현대미술관(과천) 1992 갤러리 서미(서울) 
1993 조선일보미술관(올해의 젊은작가전) 
1998 조선일보미술관(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1999 문화예술회관(인천) 
2001 예술의전당(서울) 2002 씨떼 데자르(파리)
2007 아트사이드(서울) 2008 코리아아트센터(서울) 2008 리씨 갤러리(서울 ) 
2012, 2003 금호미술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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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관계-이중성을 횡단하다 북경아트사이드등 300회

수 상

1983 파리국립미술학교 회화1등상
1985 프랑스예술원 회화3등상
1992 올해의 젊은 작가상
1997 이중섭 미술상

오 병 욱
전 공 분 야 서양화
세부연구분야 서양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회화과(서양화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서양화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Paris VIII 대학교 Arts Plastiques(미술이론전공)  박사
담 당 과 목 기초회화1 기초회화2 회화 1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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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전

1995 동방프라자 미술관(서울) 1997, 1996 갤러리 이콘(서울) 
2000, 1999 갤러리 상(서울) 2001 예술의 전당(서울) 
2003 모란갤러리(서울) 2005 광주 신세계 갤러리(서울) 2007 가산화랑(서울) 
2012, 2010, 2008, 2006 인사갤러리(서울) 

단 체 전

2010 서울의 모습전(서울시립미술관 내 마음의 블루(인사갤러리) 
제 25회 아시아 국제미술전람회(몽고)조덕현 오병욱 2인전(갤러리미고)

2011 아세아국제미술제(예술의전당, 전북미술관) 동국대학교 40주년전(세종문화회관) 
중심전(충무아트센터) 울림, 어울림전(전등사 정족산 사고 특별전시관) 
앙가주망 50주년전(공 갤러리) 100 피스 전(인사갤러리)등 수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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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황 록
전 공 분 야 조소
세부연구분야 조소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소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소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대학교 학과(전공) 학 박사
담 당 과 목 금속조

개인전  및 
단 체 전

개인전9회

단체전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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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다”(경기도 미술관,2007)
북경아트페어 (뻬이징,중국,2006)
모란을 거쳐 간 사람들(모란미술관,2005)
토탈미술상 수상작가전 (토탈미술관,1997)
국립현대 미술관기획 “젊은 모색” 전 (국립현대미술관,1994)
한국현대미술 신세대 흐름전-자연과 대화 (문예진흥원,1994)
“이작가를 주목한다” 평론가 선정 (동아갤러리,1994)
로고스 파토스전 외 다수

수 상

중앙미술대전 조각부문 최우수상 (호암갤러리,1992)
모란미술대상 (모란미술관,1995)
토탈미술상 (토탈미술관,1997)
김종영조각상 (우성 김종영 기념사업회,1998)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IDP2002 드로잉1 2 1 2 공통과목 1~2 1
IDP2003 드로잉2 2 1 2 공통과목 1~2 2
IDP2004 미술해부학 2 2 공통과목 1~2 1
IDP2006 불교미술개론 2 2 공통과목 1~2 1
IDP2007 불교회화론 2 2 공통과목 1~2 2
IDP2009 서양미술사 2 2 공통과목 1~2 1
IDP2011 조형론 2 2 공통과목 1~2 1
IDP2012 판화1 2 1 2 공통과목 1~2 1
IDP2013 판화2 2 1 2 공통과목 1~2 2 
IDP2014 한국미술사 2 2 공통과목 1~2 2
IDP2016 현대미술론 2 2 공통과목 1~2 2
IDP2017 색채와디자인 2 1 2 공통과목 1~2 1
BUA2001 기초불교미술1 2 4 기초 1~2 1 팀프로젝트,영어
BUA2002 기초불교미술2 2 4 기초 1~2 2 팀프로젝트,영어
BUA2007 불교회화실습1 4 6 기초 1~2 1 팀프로젝트,영어
BUA2008 불교회화실습2 4 6 기초 1~2 2 팀프로젝트,영어
BUA2010 단청실습 2 3 기초 1~2 2
BUA4009 불교회화1 4 6 전문 3~4 1 캡스톤
BUA4008 불교조소론 3 3 전문 3~4 1
BUA4011 불교회화3 4 6 전문 3~4 1 캡스톤
BUA4012 불교건축론과보수 2 2 1 전문 3~4 1 팀티칭
BUA4013 불교회화2 4 6 전문 3~4 2 캡스톤
BUA4001 불교공예론 3 3 전문 3~4 2 캡스톤
BUA4015 불교회화4 4 6 전문 3~4 2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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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4016 불화불상론과실습 2 1 2 전문 3~4 2 팀티칭
BUA4035 불교조각 실습 2 3 전문 3~4 2 팀티칭
BUA2011 현상모사실기 1 2 기초 1~2 1
BUA2012 복원모사실기 1 2 기초 1~2 2
BUA4037 문화재보존론과 실습 2 2 1 전문 3~4 1
BUA4036 문화재관리론과 실습 2 2 1 전문 3~4 2
KOP2001 기초한국화1 2 3 기초 1~2 1
KOP2002 기초한국화2 2 3 기초 1~2 2 영어
KOP2003 서예 2 3 기초 1~2 1 영어
KOP2008 문인화 2 3 기초 1~2 2
KOP2010 한국화실습1 2 3 기초 1~2 1 영어
KOP2012 한국화실습2 2 3 기초 1~2 2 영어
KOP2013 인물화연구 2 3 기초 1~2 1
KOP2014 선묘연구 2 3 기초 1~2 2
KOP4001 동양미술사 3 3 전문 3~4 1
KOP4011 회화표현기법 2 3 전문 3~4 1
KOP4012 한국화창작실기1 2 4 전문 3~4 1 캡스톤 ,영어
KOP4013 회화재료기법 2 3 전문 3~4 2 영어
KOP4014 한국화창작실기2 2 4 전문 3~4 2 캡스톤 ,영어
KOP4015 형상표현1 2 4 전문 3~4 1 팀프로젝트
KOP4016 형상표현2 2 4 전문 3~4 2 팀프로젝트
KOP4017 산수화연구 2 3 전문 3~4 1
KOP4018 색채조형 2 3 전문 3~4 2
KOP4019 수묵채색화1 2 3 전문 3~4 1 영어
KOP4020 수묵채색화2 2 3 전문 3~4 2 영어
KOP4021 현대회화1 2 3 전문 3~4 1
KOP4022 현대회화2 2 3 전문 3~4 2
KOP4028 동서미술론 3 3 전문 3~4 2
PAI2007 회화1 2 3 기초 1~2 1 영어
PAI2008 회화2 2 3 기초 1~2 1 영어
PAI2011 드로잉연구1 2 3 기초 1~2 1
PAI2012 드로잉연구2 2 3 기초 1~2 2
PAI2013 조형실기1 2 3 기초 1~2 1
PAI2014 조형실기2 2 3 기초 1~2 2
PAI2015 기초회화1 2 3 기초 1~2 1
PAI2016 기초회화2 2 3 기초 1~2 2
PAI4001 미술비평론 3 3 전문 3~4 2
PAI2008 회화2 2 3 기초 1~2 1
PAI4010 현대조형1 2 3 전문 3~4 1
PAI4011 영상연구 3 3 전문 3~4 1
PAI4013 현대조형2 2 3 전문 3~4 2
PAI4015 미디어연구1 2 3 전문 3~4 1
PAI4028 영상연구2 2 3 전문 3~4 2
PAI4017 혼합매체1 2 3 전문 3~4 1
PAI4018 혼합매체2 2 3 전문 3~4 2
PAI4019 회화3 2 4 전문 3~4 1 영어
PAI4020 회화4 2 4 전문 3~4 2 영어
PAI4021 회화5 2 4 전문 3~4 1
PAI4022 회화6 2 4 전문 3~4 2
PAI4026 현대회화연구1 2 3 전문 3~4 1
PAI4027 현대회화연구2 2 3 전문 3~4 2
SCU2002 석조 2 3 기초 1~2 1
SCU2003 기초조소1 2 3 기초 1~2 1
SCU2004 기초조소2 2 3 기초 1~2 2
SCU2011 소조1 2 3 기초 1~2 1 영어
SCU2012 소조2 2 3 기초 1~2 2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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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A트랙

각 전공 기초교육과목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드로잉 1,2

불교미술개론

➡ 각 전공 전문교육과목
영상연구, 설치와 매체,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현대문학사, 

현대조형, 세계문학특강

B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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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미술론

불교미술개론
불교회화론
불교조소론

기초한국화 1,2
기초회화 1,2
기초조소 1,2
미술비평론

조형론, 영상연구
현대조형

C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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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미술론, 동양미술사

영상연구, 세계영화사
현대조형, 예술론

광고카피론, 현대문학사
미술비평론, 문화재관리론과 실습
불교공예론, 불교건축론과 보수

복수전공트랙

각 전공 기초교육과목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불교미술개론
현대미술론
조형론

미술해부학
드로잉1
판화1

➡

불교회화실습 1~2
불교회화 1~4

한국화창작실기 1~2
회화표현기법
산수화연구

수묵채색화 1~2
동양미술사
불교회화론
불교조소론
불교공예론

현대회화 1~2
회화 3~6
소조 4~6

미술비평론
영상연구
예술론

현대문학사
현대조형 1~2

불교건축론과 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CU2013 재료기법1 2 3 기초 1~2 1
SCU2014 재료기법2 2 3 기초 1~2 2
SCU2015 목조 2 3 기초 1~2 2
SCU4027 혼합조각 1 2 전문 3~4 1
SCU4028 서양조각사 2 2 전문 3~4 1
SCU4011 조소창작실기 2 3 전문 3~4 1
SCU4012 설치와매체 2 4 전문 3~4 2 영어
SCU4014 현대작가세미나 2 3 전문 3~4 2
SCU4015 소조3 2 3 전문 3~4 1
SCU4016 소조4 2 3 전문 3~4 2
SCU4017 소조5 2 3 전문 3~4 1
SCU4018 소조6 2 4 전문 3~4 2
SCU4019 금속조1 2 3 전문 3~4 1
SCU4020 금속조2 2 3 전문 3~4 2
SCU4021 혼합조각연구1 2 4 전문 3~4 1
SCU4022 혼합조각연구2 2 3 전문 3~4 2
SUC4025 컴퓨터그래픽3D1 2 3 전문 3~4 1
SUC4026 컴퓨터그래픽3D2 3 3 전문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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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불교미술전공

BUA4008 불교조소론 3
BUA4036 문화재관리론과실습 2
BUA2010 단청실습 2
BUA4012 불교건축론과보수 2

한국화전공

KOP4001 동양미술사 3
KOP2014 선묘연구 2
KOP4011 회화표현기법 2
KOP2013 인물화 연구 2

서양화전공

PAI4001 미술비평론 3
PAI4015 미디어연구1 2
PAI4017 혼합매체1 2
PAI4011 영상연구 2

조소전공
SCU4012 설치와 매체 2
SCU4028 서양조각사 2

■ 최대 인정 학점 : ( 7 ) 학점

 교과목 해설

IDP2002 드로잉1 Drawing I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을 기르고 동, 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습득한다. 아울러 평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Drawing is approached as a process by which the student examines and investigates the visual 
world. Students observe the form and structure of various subjects while they improve their skills, 
strengthen their vision, and begin to define their drawing vocabulary in technic of western and 
oriental drawings. Focus is on the challenges and rewards of developing perceptual skills.

IDP2003 드로잉2 Drawing II

(드로잉 1)의 계속

A continuation of the survey of Drawing 1.

IDP2004 미술해부학 Art Anatomy

인체의 유기적인 구성미를 관찰하고, 작품상에 구현된 인체미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미적인 표현 능력을 습득
한다.

Observe the organic structure of the human body, study the beauty of the human body expressed 
in art works, and acquire aesthetic expression abilities.

IDP2006 불교미술개론 Introduction to Buddist Art

인류가 남기 최고 걸작의 유산이자 종교미술의 극치라고 평가되는 불교미술을 조각, 회화, 건축, 공예 등 4분
야로 나누어 그 형식이나 내용, 의미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 아름다운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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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y Buddhist arts, which are evaluated as the most valuable human heritages and the acme of 
religious arts, into sculpture, painting, architecture and craft, discuss their forms, contents and 
beauty theoretically, and study them using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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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systematically the beauty, contents and styles of icons in Buddhist paintings, which are as 
important as Buddhist statues, and understand representative works theoretically and through field trips.

IDP2009 서양미술사 History of Western Art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명의 미술양식들과 시대적으로 중요한 여러 종류의 미술양식들의 
전개와 특성을 학습한다.

A survey of Western visual arts from the earliest extant examples to the Renaissance. The focus 
is on ancient Greece and Rome to Medieval Europe, and on the Renaissance, onward to the present 
day. Major styles and periods: baroque, romanticism, realism, modernism. The arts are presente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IDP2011 조형론 Theory of Moulding Arts

시각현상에 관한 제 원리의 기본관계를 연구하고, 그 원리를 분석, 종합, 응용할 수 있는 조형의식을 함양한다.

Students initiate the mechanism of the seeing, and explore analysing, synthesizing and adopting 
these principles of arts plastics.

IDP2012 판화1 Printin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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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
로 조형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Introduction to the graphic and expressive qualities of woodcut, linoleum, screenprinting and 
etching and collograph processes printed in monochrome and color. Emphasis is plac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qualities of these methods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deas.

IDP2013 판화2 Printing II

1학기 수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판 종의 선택(동판,목판,석판,스크린,프린트),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1학기의 판 종을 계속 진행하여 표현의 밀도를 높이고 판화 예술을 이해하고, 현대 미술 표현과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 continuation of the survey of Print Making 1.

IDP2014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선사시대 미술 즉,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비롯하여 역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시대, 조선시대에 발생한 한국 고유의 미술문화인 회화, 조각, 공예, 건축의 양식 발달과 변천과정을 올바르
게 이해 증진시키며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적 얼과 전통성을 찾고자 한다.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Korean arts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s, crafts 
and architecture through prehistoric ages (Old Stone Age, New Stone Age, Bronze Age), historic 
ages,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 Unified Shilla Dynasty, the Koryo Dynasty and the 
Chosun Dynasty, and search for the ancestors’ ideas, philosophies and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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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2016 현대미술론 Theory of Modern Art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미술사의 기초개념을 학습하고 현대미술의 필수적인 이론 및 주요개념을 연구한다.

A survey of Western visual arts from the modernism onward to the present day. Major styles and 
periods: modernism, fauvism, cubism. expressionism, dadaism, surrealism, informel, minimalism 
and pop etc. The arts are presente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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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의 응용을 탐구한다.

BUA2001 기초불교미술1 Fundamental Buddhist Art I

미술실기의 기초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재료의 종류와 특징 및 사용법 그리고 도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기본적으로 실습한다.

Learn the contents of Buddhist paintings, the kinds, characteristics and usages of materials, and 
the composition, form, color and pattern of icons in the first half of the basic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BUA2002 기초불교미술2 Fundamental Buddhist Art II

불교미술실기의 기초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도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좀 더 익히
며 재료의 사용법도 다시 숙지하는 실습을 행한다.

Learn and practice further the contents of Buddhist paintings, the kinds, characteristics and usages 
of materials, and the composition, form, color and pattern of ic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basic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BUA2007 불교회화실습1 Buddhist Painting 1

불교미술의 초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도상구도, 형태, 색채, 선, 무늬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학
습한다.

Research and practice systematically the contents of Buddhist paintings, the kinds, characteristics 
and usages of materials, and the composition, form, color and pattern of icons in the first half of 
the basic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BUA2008 불교회화실습2  Buddhist Painting 2

불교미술의 초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도상구도, 형태, 색채, 선, 무늬 등의 기법을 연구하고 실습
한다.

Research and practice systematically the contents of Buddhist paintings, the kinds, characteristics 
and usages of materials, and the composition, form, color and pattern of ic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basic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BUA2010 단청실습 Danchang

불교사원 건물의 내외를 장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는 단청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습득하게 한다.

Acquire skills related to colorful patterns for decorating and preserving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Buddhist temple buildings through theorie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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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2011 현상모사실기 Phenomenal Replication Practice

단청문양 및 불화 모사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서 훼손되거나 손상된 상태를 현상 그대로 모사하는 과정을 
숙지시킨다. 

This course is to learn basic methods for the replication of Dancheong patterns and Buddhist 
paintings, copying them as they appear in a damaged or worn‐out state.

BUA2012 복원모사실기 Restorative Replication Practice

훼손 또는 손상된 단청문양 및 불화의 형태와 색채를 본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으로서 문양 복원 과정과 
조채과정을 숙지시킨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processes of restoration and pigment blending for recovering damaged 
or worn‐out Dancheong patterns and Buddhist paintings to their original forms and colors.

BUA4001 불교공예론 Theory of Budd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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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각하므로 올바
른 종교 공예에 대한 이해 증진에 목표를 둔다. 

Lecture on theories related to the kinds, style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Buddhist crafts as 
religious craft for understanding the trends and forms of Buddhist crafts.

BUA4008 불교조소론 Theory of Buddhist Sculpture

불교미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인 불교작가의 도상낸용과 의미, 미양식과 역사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
습한다.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대표작품을 도판과 슬라이드를 통하여 비교하여 강의 방법을 택
하여, 현장실습도 겸한다.

Study the contents, meanings, styles and history of icons in Buddhist sculpture, the most important 
area of Buddhist arts. Understand representative works through theoretical lectures and practices.

BUA4009 불교회화1 Buddhist Art1

불교미술실기의 중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습
한다. 아울러 현대 감상 불화의 기초단계도 학습한다.

Practice systematically the contents of Buddhist paintings, and the composition, form, color and 
stroke of icons in the first half of the intermediate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and learn 
techniques for contemporary Buddhist paintings and Zen paintings for appreciation.

BUA4011 불교회화3 Buddhist Art3

불교미술의 고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을 (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졸업 작품의 기초를 마련한다.

Study and practice systematically the contents of Buddhist paintings, and the composition, form, 
stroke, color and pattern of icons in the first half of the advanced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and lay the base for creating the graduation work.

BUA4012 불교건축론과 보수 Theory of Buddhist Architecture Conservation

불교사원과 불탑의 기원과 전개, 도상내용과 미양식을 슬라이드, 도판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보수
의 이론과실습도 겸한다.

Study systematically the origins, development and architecture styles of Buddhist temples and pagodas 
through theories and slides, and provide also theories and practices on the repair of woo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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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4013 불교회화2 Buddhist Art2

불교미술실기의 중급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습
한다. 아울러 선화 같은 감상화의 기법도 익힌다.

Practice systematically the contents of Buddhist paintings, and the composition, form, color and 
stroke of ic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intermediate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and learn 
techniques for contemporary Buddhist paintings and Zen paintings for appreciation.

BUA4015 불교회화4 Buddhist Art4

불교미술실기의 마지막 단계인 졸업 작품의 내용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를 완성도 높게 실습하여 
졸업작품을 완성한다.

Establish basic attitudes as a Buddhist painter through enhancing the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mposition, form, color, pattern and stroke of icons in the graduation work (Buddhist painting) 
in the last stage of Buddhist art practice.

BUA4035 불교조각실습 Buddhist Sculpture Practice

불상 및 보살상 등 불교조갂의 조형을 위한 실습과목으로 가장 기본적인 실기 실습내용인 소조불상 조성기법
을 터득토록 한다. 

This course is to practice the creation of Buddhist sculptures such as Buddha and bodhisattva 
statues, learning basic skills for modeling Buddha images.

BUA4036 문화재관리론과 실습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Theories and Practice

문화재보호법 해설 및 문화재 행정 일반에 대한 이론 강의와 문화재관리 현장 실습을 통하여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o acquire expert knowledge about the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through 
theoretical lectures and field experiences.

BUA4037 문화재보존론과 실습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Theories and Practice

문화재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강의 및 문화재보존 현장방문과 보존실습을 통하여 문화재보존에 대한 전
문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This course is to acquire expert knowledge about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through theoretical 
lectures, field experiences, and practices in preservation.

KOP2001 기초한국화1 Fundamental Korean Painting1

재료의 특성과 용구의 활용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연습한다.

Practice various expression method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how to 
use tools.

KOP2002 기초한국화2 Fundamental Korean Painting2

소제, 주제에 따른 표현방법을 습득시키고 필묵 운용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

Acquire expression methods according to material and theme, and solidify the basic of brush and 
ink handl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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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2003 서예 Calligraphy

문자예술인 서예의 훈련을 통하여 전통 문화를 인식하고 조형 능력과 창조성을 높인다.

Recognize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training of caligraphy, a character art, and enhance 
formative ability and creativity.

KOP2008 문인화 Painting of Calligraphic School

전통 문인화 양식의 형성과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기법의 연마를 통하여 시대예술로 이끈다.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literati painting styles, and practice the 
skills for contemporary activation of literati paintings.

KOP2010 한국화실습1 Practice in Korean Painting 1

전통회화 교수법인 모사 방법을 통하여 회화정신 및 기법을 익히고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전통의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Learn the spirits and techniques of paintings through copying, a traditional painting learning 
method, and look for new interpretations and possibility of traditions through the learning.

KOP2012 한국화실습2 Practice in Korean Painting 2

한국화 실습1의 심화 과정으로 필묵의 기법, 설채의 방법 등 깊이 있게 체득하여 전통회화의 표현 능력을 기른다.

As an advanced course of Korean Painting 1, acquire advanced skills in handling brush and ink and 
coloring, and develop traditional painting expression skills.

KOP2013 인물화연구 Study of Portrait

전통회화의 인물화 표현 방법과 정신성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시대상에 반영하여 인물화 창작 능력을 기르
는데 중점을 둔다.

As an advanced course of Korean Painting 1, acquire advanced skills in handling brush and ink and 
coloring, and develop traditional painting expression skills.

KOP2014 선묘연구 Study of Line Drawing

동양회화의 기본적 표현방법인 선조(線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연마을 통하여 회화 창작의 기량
을 넓히고 자기창작에 활용토록 한다.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ine, the basic expression method in Oriental paintings, and practice 
the skills for expanding abilities to draw paintings and using in creating works.

KOP4001 동양미술사 History of Oriental Art

동양회화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중국 회화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한국, 일본 등과의 영향관게를 인식한다.

Understand Chinese paintings, which are the central axis of Oriental paintings, and examine their 
influence on Korean and Japanese paintings.

KOP4011 회화표현기법 The Techniques Research of Painting

각종 재료와 용구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실습하고 새로운 표현 효과를 얻어 창작에 적용한다.

Practice various expression methods according to material and tool, learn new expression effects, 
and apply them to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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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4012 한국화창작실기1 Creation Pratice of Painting 1

기존의 기법, 기교의 한계를 뛰어 넘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연마한다.

Practice individual and creative expression abilities, going beyond existing techniques and skills.

KOP4013 회화재료기법 Painting Materials and Techniques

주제에 따른 재료용구를 선택하여 자기 표현력을 기른다.

Develop self-expression ability by choosing materials and tools according to theme.

KOP4014 한국화창작실기2 Creation Pratice of Painting 2

‘한국화 창작실기1’의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of Creation Practice of Korean Painting 1

KOP4015 형상표현1 Image Expression 1

자연과 인간사회에서 얻어지는 미적 이미지를 시각언어로 표출함에 있어 동양회화의 정신과 기법을 확대하여 
깊이 있는 표현 능력을 기른다.

Develop profound expression abilities by expanding the spirits and techniques of Oriental paintings 
in expressing aesthetic images from nature and human society in visual languages.

KOP4016 형상표현2 Image Expression 2

형상표현1의 심화과정으로 객관대상과 주관 감정의 조화를 유도하여 사물에 대한 인식과 표현 능력의 폭을 
확대한다.

As an advanced course of Image Behaviour 1,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ings and abilities to 
express them through harmony between objective things and subjective feelings.

KOP4017 산수화연구 Landscape Painting

전통 산수와의 창작정신과 준법 수지법등의 표현방법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현대 산수화의 가능성을 모색하
도록 한다.

Learn the spirits of landscape paintings and expression methods such as shading and branching,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temporary landscape paintings.

KOP4018 색채조형 Color modeling

동양 전통의 색채의 활용과 시각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기 실습을 통해 자기 창작으로 이끈다.

Understand the uses of colors and visual characteristics in Eastern traditions, and practice them 
for developing creation skills.

KOP4019 수묵채색화1 Painting in Ink and Color 1

기초과정에서 습득하고 연마한 이론과 실기 능려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시각 언어를 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nduce the learners to express in their own visual languages based on theories and practical skills 
obtained from basic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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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4020 수묵채색화2 Painting in Ink and Color 2

수묵채색화1의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of Ink and Color Picture1

KOP4021 현대회화1 Contemporary Art 1

자연과 인간사회에서 얻어지는 미적 이미지를 시각언어로 표출함에 있어 동야회하의 정신과 기법을 확대하여 
깊이 있는 표현 능력을 기른다.

Develop profound expression abilities by expanding the spirits and techniques of Oriental paintings 
in expressing aesthetic images from nature and human society in visual languages.

KOP4022 현대회화2 Contemporary Art 2

‘현대회화1’의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of Contemporary Art 1

PAI2007 회화1 Painting 1

서양화의 특징, 재료에 대해 익히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 파악과 톤(ton)에 대한 감각을 익힘 인물의 
표현 등을 중심으로 서양화 기법의 기초를 익힌다.

A studio course presents issues that cross over the unique domains of the painter. Students work 
on projects designed to increase their expression skills and strategies embodied in artworks as lines, 
forms, and tons etc.

PAI2008 회화2 Painting 2

회화의 매체와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며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대상의 표현능력과 기법을 연구한다.

A continuation of Fundamental Painting Practice 1. Students work on projects designed to increase 
their expression skills and strategies embodied in artworks as lines, forms, and tons etc. Concepts 
such as idealism, naturalism, and expressionism are explored their implication for form-making 
methods and principles.

PAI2011 드로잉연구1 Studies on Drawing 1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을 기르고 동, 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 습득한다. 아울러 평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Advanced drawing projects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a given work and its references and 
resources. Emphasis is o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references or resource material and the 
manner both oriental and occidental.

PAI2012 드로잉연구2 Studies on Drawing 2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을 기르고 동, 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 습득한다. 아울러 평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A continuation of Studies on Drawing1. This studio course aims at enhancing students’ ability to 
connect their personal and subjective interests to the larger context of nature, history, and culture.

PAI2013 조형실기1 Plastic Art 1

재료에 대해 익히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 파악과 톤(ton)에 대한 감각을 익히며 인물의 표현 등을 중심
으로 서양화 기법의 기초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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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io course presents issues that cross over the unique domains of the painter.Students work 
on projects designed to increase their expression skills and strategies embodied in artworks as lines, 
forms, and tons etc.

PAI2014 조형실기2 Plastic Art 2

매체와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대상의 표현 능력을 함양한다.

A continuation of Plastic Art 1. Students work on projects designed to increase their expression 
skills and strategies embodied in artworks as lines, forms, and tons etc.

PAI2015 기초회화1 Fundamental Painting 1

회화에 있어 기본적인 조형원리를 익히고 기본적인 재료를 활용하는 기법과 회화의 개념적인 것들을 배운다.

Studio work introduces the student to the domain of painting through the basic elements of form, 
color, technique, and also the fundamental conceptual of painting.

PAI2016 기초회화2 Fundamental Painting 2

회화에 있어 기본적인 조형원리를 익히고, 회화의 원천과 목적, 그 가능성을 전통과 현대에서 추구한다. 다양
한 표현을 위하여 여러 사조에 대한 관심도 갖는다.

A continuation of Fundamental Painting1. Students are exposed to the origins and purposes of 
painting and the range of possibilities offered by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pproaches.

PAI4001 미술비평론 Theory of Art Criticism

현대 동서양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평과 미학원리, 예술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살피며 비
평의 과제와 작품을 연구하여 개인의 작품세계를 넓힌다.

A critical survey of Oriental and Western visual arts presente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from ancient ages onward to the present day. Analysing Major styles and periods to understand and 
enlarge own world of artistic experience.

PAI4010 현대조형1 Modern mixed media workshop 1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 작업의 미학적 특질을 이론과 실기로써 이해하고, 여러매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
하고 경험한다.

A studio course of instruction and demonstration in the variety of recent technical approaches to 
the handling of paint media. Media options could include oil, acrylic, artistic objets, video films 
and computer generating images. This course has its focus both on physical processes and concept 
as image development.

PAI4011 영상연구 Studies on Image

현대와 같은 복합예술시대에 영상이 매우 중요한 작품의 매체가 되므로, 사진예술을 중심으로 예술개념을 학
습하고 기술적 방법 훈련과 조형화 작업을 훈련한다.

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ree-dimensional and time-based work. Concepts 
of space, movement, mass, volume, the qualities and properties of materials as well as kinetic 
works are explored using traditional and digital processes.

PAI4013 현대조형2 Modern mixed media workshop 2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 작업의 미학적 특질을 이론과 실기로써 이해하고, 여러 매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
하고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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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inuation of Modern mixed media workshop 1.
A studio course of instruction and demonstration in the variety of recent technical approaches to 
the handling of paintmedia. Media options could include oil, acrylic, artistic objets, video films and 
computer generating images. This course has its focus both on physical processes and concept as 
image development.

PAI4015 미디어연구1 Media study 1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An introduction to the construc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emphasizing serial and sequential 
concepts combines with the use of video for motion capture and other means of exploring 
fundamental time-based works.

PAI4028 영상연구2 Media study 2

현대미술의 개념을 인지한 가운데 다양한 창작실험가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The course emphasis is on processes of thinking and planning, thoughtful articulation of form, 
principles of perception and an appreciation and refinement of acuity in regards to static and 
kinetic forms.

PA4017 혼합매체1 Multimedial 1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주제의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 studio course of practice in the variety of recent technical approaches to the handling of various 
paint media. This course has its focus both on physical processes and concept as image 
development.

PAI4018 혼합매체2 Multimedial 2

주제나 어떤 사조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적인 작품제작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 continuation of Multi medial1. A studio course of practice in the variety of recent technical 
approaches to the handling of various paint media. This course has its focus both on physical 
processes and concept as image development.

PAI4019 회화3 Painting 3

오브제의 이용, 비구상회화의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입체주
의와 초현실주의가 이론적 바탕이 된다.

Students approaches to questions of modern painting by studying art objects, materials, technic and 
concepts of 20 centuries Abstractionism. Critical commentary centers on the cubism and surrealism.

PAI4020 회화4 Painting 4

오브제의 이용, 비구상회화의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추상표
현주의, 엥포르멜, 미니멀리즘, 팝아트가 이론적 바탕이 된다.

AcontinuationofFundamentalPaintingPractice3.Students approaches to questions of modern painting 
by studying art objects, materials, technic and concepts of 20 centuries Abstractionism. Critical 
commentary centers on the abstractionism-expressionism, informel, minimalism and Pop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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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4021 회화5 Painting 5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주제의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Critical commentary centers on four areas of concern: The character of the work, Intention, Context 
and Quality. It means importances its formal properties, its physical properties and the 
investigation of motives and choices. It emphasize also ways that a work relates to a larger body 
and approaches to questions of value.

PAI4022 회화6 Painting 6

근대 이후 현대의 모든 미술의 흐름을 연구, 발표, 감상, 토론을 통한 학습과 어떤 주제나 어떤 사조에 구애받
지 않고 개성적인 작품제작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 continuation of Painting Practice5. Critical commentary centers on four areas of concern: The 
character of the work, Intention, Context and Quality . It means importances its formal properties, 
its physical properties and the investigation of motives and choices. It emphasize also ways that 
a work relates to a larger body and approaches to questions of value.

PAI4024 회화창작1 Creative Practice of Painting 1

현대회화의새로운예술정신을고찰하고,이를바탕으로자유로운실험을통한독창적인양식을추구하여,졸업후개
성있는작품을제작하도록인도한다.

Students work on projects designed to increase their expression skills and strategies embodied in 

PAI4025 회화창작2 Creative Practice of Painting 2

현대회화의새로운예술정신을고찰하고,이를바탕으로자유로운실험을통한독창적인양식을추구하여,졸업후개
성있는작품을제작하도록인도한다.

Students work on projects designed to increase their expression skills and strategies embodied in 

SCU2002 석조 Stone Carving

인체 또는 추상형태를 주제로 석재의 특성에 따라 기법의 다양한 방법과 조각성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Explore various sculpture methods and properties of stone in making human or abstract forms.

SCU2003 기초조소1 Fundamental Sculpture1

인체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조형감각을 학습함 그에 따른 다양한 표현방법을 연구한다.

Refine formative senses through realistic expression of the human body, and study various 
expression methods.

SCU2004 기초조소2 Fundamental Sculpture2

인체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조형감각을 학습하며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구상적 표현을 학습, 심화한다.

Refine formative senses through realistic expression of the human body, and learn and advance 
abstract expressions through understanding formative principles.

SCU2011 소조1 modeling1

점토를 매체로 사실적인 인체 표현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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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e realistic expression of the human body using clay.

SCU2012 소조2 modeling2

소조1의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of Modeling 1

SCU2013 재료기법1 Material study1

점토 속성을 통하여 그 형태 및 기법을 연구한다. 다양한 재료를 매체로 그 기법과 물성을 연구한다.

Study the properties and techniques of clay. Examine the physical properties and techniques of 
various materials.

SCU2014 재료기법2 Material study2

재료 기법1의 심화 과정

Advanced course of Material Study 1

SCU2015 목조 Wood Structure

인체 또는 추상형태를 주제로 목재의 특성에 따라 기법의 다양한 방법과 조각성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Explore various sculpture methods and properties of wood in making human or abstract forms.

SCU4027 혼합조각 Combined carving

여러 가지 재료를 토한 다양한 조각의 기법을 연구한다.

Study various sculpture techniques using different materials.

SCU4028 서양조각사 History of western sculpture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양조각사 중심으로 역사적전개를 특성과 배경을 고찰한다.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Western sculpture from 
primitive times to the present.

SCU4011 조소창작실기 Creation Practice of Sculpture

모색 가능한 방법과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개념을 추구한다.

Have the students pursue their own concepts using available methods and materials.

SCU4012 설치와매체 Installation and media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의 개념을 연구하고 실제 작업을 통해 응용한다.

Study the epistemological concepts of works using various media, and apply the concepts through 
creating works.

SCU4014 현대작가세미나 Seminar on Contemporary Sculpture

현재 활동중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연구한다.

Study currently acting contemporary sculptor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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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4015 소조3 modeling3

점토를 매체로 다양한 인체 표현을 연구한다.

Study various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using clay.

SCU4016 소조4 modeling4

소조3의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of Modeling 3

SCU4017 소조5 modeling5

점토를 맻로 다양한 인체 표현을 연구한다.

Study various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using clay.

SCU4018 소조6 modeling6

소조5의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of Modeling 6

SCU4019 금속조1 Metal work1

금속을 재료로 그 기법과 물성을 연구한다.

Study the techniques and physical prosperities of metal materials.

SCU4020 금속조2 Metal work2

금속조 1의 심화 과정

Advanced course of Metal Work 1

SCU4021 혼합조각연구1 Combined sculpture1

혼합조각의 심화 과정

Advanced course of Combined Carving.

SCU4022 혼합조각연구2 Combined sculpture2

혼합조각연구 1의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of Combined Sculpture 1

SCU4025 컴퓨터그래픽3D (1) Computer graphic 3D (1)

작품 활동의 기반으로 3D 모델링 기술을 습득한다

SCU4026 컴퓨터그래픽3D (2) Computer graphic 3D (2)

(컴퓨터그래픽3D(1))의 심화과정

Avanced learning process of Computer Graphic 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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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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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학부는 

이런 연극예술 본연의 위상을 존중하고 아울러 신속

히 변화해가는 시대적 흐름 속의 연극의 위치를 재정

립하면서 학부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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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술 분야를 특성화하여 전문적인 연기자들을 집중적

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기를 위한 음성, 

신체 등 각종 기초훈련 및 성악과 무용 실기를 통한 

기초 역량의 연마, 희곡의 분석과 해석에 기초한 인물 

구축과 역 창조, 제작 실습을 통한 현장경험, TV, 영

화, 광고 등의 영상연기를 위한 매체 적응의 기술, 

연극사 및 비평이론을 통한 배경적 지식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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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형 뮤지컬, 각종 이벤트 등 그 범주를 확장해가고 있

다. 연극학부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는 공연예술 창작 

현장에서 요구되는 각종 무대예술가들-연출가, 디

자이너, 무대감독, 공연기획 및 제작자, 작가를 배출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극문학에 대한 심층적 교

육, 각종 연출의 개념설정과 현장 방법론, 무대 디자

인과 각종 극장 기술들을 제작실습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적 교육을 실시해 공연 창작에 필수적인 각 분야

의 전문 무대 예술인들을 배출한다. 

3. 공연 예술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미디어, 영상, 광고, 연예오락 등 각종 산업과 연계된 

공연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의 배출 역시 연

극학부가 설정한 주요 목표의 하나이다. 특히 공연예

술 창작에 관한 방법과 기술들을 공연적 고부가가치 

산업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을 교

육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정치 및 문화 이벤트, 오락 

및 연예산업 분야 등의 기획 및 연출, 진행자로서의 

전문인을 양성한다. 

4. 대학원 중심의 연극전문가 및 연극학자의 배출 

기존의 대학원 연극학과(석·박사) 및 영상대학원에 

개설되어있는 전문대학원 체제(공연예술학과, M.F.A 

과정)와의 수직연계교육을 통해서 한국 연극의 정체성

을 확립할 수 있는 연극학자를 육성하며, 현장에서 필

요로 하는 고급 전문 공연예술인을 배출할 계획이다.

Theatre / Musical

연극학부
(연극전공/뮤지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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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전공) 소개

1960년  2월 : 문리과 대학에 국내최초의 연극학과

(20명) 신설

1960년  4월 : 초대 학과장에 동랑 유치진 선생 취임

9월 : 동국대 본관에 소극장 건립

1962년 12월 : 연극학과를 연극영화학과로 명칭변경

(유사학과 통폐합 조치)

1967년       : 한국 초유의 연극학술지 연극학보 창간

1972년  1월 : 연극영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1973년       : 동국대 본관에 다목적 스튜디오 건립

1987년        : 예술대학 신설(문과대학에서 예술대학

으로 변경)

1990년 11월 : 연극영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1991년   4월 :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쉐프킨 고등연

기 전문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1993년 10월 : 정원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90주년 문화관으로 이전

동국대학교 예술극장건립(450석)

학부제 시행에 따라 연극영화학과에

서 연극영상학부로 학제 개편

1998년   2월 : 정원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연극영

상학부 연극전공 25명)

2000년   2월 : 정원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연극영

상학부 연극전공 35명)

2001년   2월 : 연극영상학부 연극전공, 영화영상전

공으로 전공분리

2002년   2월 : 연극영상학부 연극전공 정원 35명에

서 45명으로 증원

2007년   2월 : 연극영상학부에서 공연예술학부로 학

제개편, 정원 50명으로 증원(뮤지컬

전공 신설)

2008년   2월 : 공연예술학부에서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으로 개칭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예술전문

석사 과정신설(MFA과정)

2008년   9월 : 이해랑 예술극장 개관(문화관 예술극

장 리모델링 302석)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오랜 전통위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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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

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다. 특히 20세기말 이래 미

디어, 광고, 연예오락 분야등의 각종 기술, 산업현장

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연극의 영역은 날로 확장되

어 가고 있으며 21세기 정보기술과의 결합으로 새로

운 전문분야의 창출은 더욱 가속화되어질 전망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연극학부의 교육은 순수연극을 비롯해서 뮤지컬, 각

종 이벤트 뿐 아니라 현대 정보기술사회의 총아인 각

종 영상, 이미지, 광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연극배우 및 영화나 TV나 각종 

매체의 연기자, 연출가, 무대미술가, 무대기술자, 기

획자, 평론가, 학자로 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져 있다. 학생들은 4년간의 학업기간 동안 다양한 교

육의 기회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가

능성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냉철히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연극학부라는 둥지 안에서 자유롭

게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외부

를 향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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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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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방 옥
전 공 분 야 연극이론
세부연구분야 연극비평
학사학위과정 홍익대 서양화과 문학석사
석사학위과정 Arizona주립대 연극학과 연극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이화여대 국문학과 문학박사
담 당 과 목 서양연극사 희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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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연기 연극 및 뮤지컬 제작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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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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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훈
전 공 분 야 극장기술 및 연출
세부연구분야 극장기술, 연극디자인, 연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시립대 연극디자인M.F.A
담 당 과 목 연극제작기초 연극 및 뮤지컬 제작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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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과정 Western Illinois University 연극과 연출실기석사(M.F.A)
담 당 과 목 기초연기 연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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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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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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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준 희
전 공 분 야 연출 및 연기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

버지니아주립대학교 연극학과 연출실기석사
담 당 과 목 중급연기 연극연출 연극 및 뮤지컬 제작실기

대 표 저 서

뮤지컬 <나의 소리 60년>
뮤지컬 <온에어 라이브>
뮤지컬 <캐니멀>
뮤지컬 <드림걸즈>
프랑스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공연, <천년의 정원>

대 표 논 문

공연전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파크의 미래
라이선스 뮤지컬 연출방법 연구 – 2009년 <드림걸즈> 한국프로덕션을 중심으로
대형 이벤트 중심 프로그램으로서의 주제공연 연출방향 연구
배우의 연기훈련 과정에서 선(禪)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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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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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티칭
THE2007 한국연극사 3 3 기초 학사2학년 2 공통,선택필수
THE2008 중급연기1 3 3 기초 학사2학년 1 공통
THE2009 가창실기 3 2 3 기초 학사2학년 1 공통
THE2010 서양연극사 3 3 기초 학사2학년 1 공통,선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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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2001 소리훈련 1 2 3 기초 학사2학년 1 연극
DRA2002 소리훈련 2 2 3 기초 학사2학년 2 연극
MUT2001 신체훈련 1 2 3 기초 학사2학년 1 뮤지컬
MUT2002 신체훈련 2 2 3 기초 학사2학년 2 뮤지컬
DRA4017 연극디자인1 3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23 희곡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2 필수
DRA4002 연극연출 1 3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03 신체움직임 1 2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19 연극제작실기 1
(캡스톤 디자인) 3 6 전문 학사3.4학년 1 팀티칭

DRA4005 매체 연기 1 2 3 전문 학사3.4학년 1

DRA4021 연극제작실기 3
(캡스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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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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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4020 연극제작실기 2
(캡스톤 디자인) 3 6 전문 학사3.4학년 2 팀티칭

DRA4013 고급연기 2 3 3 전문 학사3.4학년 2

DRA4022 연극제작실기 4
(캡스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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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4017 뮤지컬 제작실기 1
(캡스톤 디자인) 3 6 전문 학사3.4학년 1 팀티칭

MUT4019 뮤지컬 제작실기 3
(캡스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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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4018 뮤지컬 제작실기 2
(캡스톤 디자인) 3 6 전문 학사3.4학년 2 팀티칭

MUT4020 뮤지컬 제작실기 4
(캡스톤 디자인) 3 6 전문 학사3.4학년 2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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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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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곡론
서양연극사
동양연극사
한국연극사

현대희곡이론 및 강독
세계영화사
영상산업론
대중문화특강
희곡창작입문

대중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복수전공트랙

기초연기1
연극개론
가창실기1
기초연기2

연극제작기초
가창실기2
한국연극사
중급연기1
가창실기3
서양연극사
중급연기2
가창실기4

➡

희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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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CRE4032 희곡창작입문 3
CRE4037 희곡창작연습 3
CRE4046 희곡창작실기 3

영화영상학과
FIL4009 영화제작실기1 3
FIL4043 영화제작실기2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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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THE2001 기초연기1 Basic Acting 1

배우가 자신이 연극표현의 최전면에 나서는 매체임을 이해하고 신체훈련 및 발성, 발음의 기초 원리와 그 응
용의 기초기술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 demands of THE acting process. Students learn to enhance actor’s 
skills such as concentration, focus, observation, relaxation, and physical and vocal awareness.

THE2002 연극개론 Introduction to Drama

연극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희곡, 연출, 연기, 미술 및 극장기술 등 연극요소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며, 이것
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연극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원리를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art of THEatre from THE process of creating to THE elements of production, 
history, genres, and styles of THE art form.

THE2003 가창실기1 Vocal Training for Acting 1

한국 및 서양의 가창을 위한 발성연습, 악보 읽기, 노래연습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Introduce singing performance technique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 focus on Korean and 
Western songs and musical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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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continues a student’s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of acting technique as students 
synTHEsize concepts from Basic Acting 1. Students will address THE demands of physically,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adapting THEir actions and artistic process.

THE2005 가창실기 2 Vocal Training for Acting 2

‘가창실기1’의 연속으로 한국 및 서양의 가창을 위한 발성을 익히고, 악보를 읽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훈련함
으로써 배우의 소리표현 능력을 확장시킨다.

This course continues THE exploration of singing technique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 focuse 
on Korean and Western songs and musical notes.

THE2017 연극제작기초 Fundamentals of THEatrical Production

연극제작과 관련된 조직 운영에 관련된 이론적 사항을 학습한다. 또한 역할에 따른 수행방식과 문서화를 통한 
논리적 사고체계를 수립한다.

Fundamental course designed to enhance THE student’s THEoretical knowledge of both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 THEater production.

THE2007 한국연극사 History of Korean THEatre 1

고대 한국 연극의 발생사로부터 삼국 이전, 삼국 시대, 고려, 조선시대의 각종 연희와 제의 및 판소리, 가면
극, 꼭두각시극, 그리고 광대, 재인들의 놀이 실태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 탐구한다.

Historical survey of Korean THEatre; three kingdoms and THE Goryeo Dynasty, THE Joseon 
Dynasty; shamanistic rituals, Kamyonguk(masked dance-DRAma called Talchum), pansori, puppet 
shows, and circus called Nolum or Yeonhee(playing); DRAmatic literature in its THEatric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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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2001 소리훈련 1 Voice and Speech 1

호흡과 발성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신체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서 자유로운 소리 및 말하기를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Introduction to basic voice and speech practice. Develop skills and knowledge associated with 
freeing THE natural voice and extending vocal range and physical capacity for sound. Develop 
awareness of THE articulate, precise, and expansive vocal and physical presence.

THE2008 중급연기 1 Intermediate Acting 1

기초연기를 통해 얻은 심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희곡의 분석 및 인물분석, 인물구축의 이론과 실제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한다.

Begins to integrate previously learned Basic Acting. Students will focus on character development 
and play analysis as THEy synTHEsize concepts from Basic Acting 1, 2.

THE2009 가창실기 3 Vocal Training for Acting 3

가창실기 2의 연속된 과정으로 노래 부르기에 필요한 복식호흡법, 발성 및 공명 등을 개인지도 방법으로 학습
한다. 

It help students to learn breathing, vocalizing, and resonance in order to improve THE singing skill 
in THE continuation of Voca.

THE2010 서양연극사 History of Western THEatre

연극의 발생기원으로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연극의 변천과정을 작가, 작품, 극장, 배우, 관객등 연극요소
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시대별 연극요소의 참모습을 조명한다. 

Study of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THEatre from ancient Greek to renaissance; 
DRAmatic literature in its THEatrical context; playwrights and THEir works, THEater architecture, 
actors and THE audience.

MUT2001 신체훈련 1 Stage Movement 1

배우의 표현매체로서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신체의 자유로운 운용을 위한 연습
과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Develop skills and knowledge associated with organic physical practice and THE range and physical 
capacity of THE moving body.

DRA2002 소리훈련 2 Voice and Speech 2

‘소리훈련1’의 심화과정으로 자유로운 호흡과 발성을 토대로 극적 의미를 지닌 올바른 소리와 말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Continuous exploration of Voice and Speech 1. Emphases include body release, grounding of THE 
breath, alignment, resonance, projection, rhythm, and pacing.

THE2011 중급연기2 Intermediate Acting 2

배역 창조를 포함하여 연기의 기초문법 및 기술체계를 공부하면서 연기의 형태 및 연기양식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Continuation of Intermediate Acting 1. Apply previously learned acting skills to a variety of acting 
styles across diverse THEatrical forms. Deepen application of movement and vocal practice, acting 
styles, and charact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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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2012 가창실기 4 Vocal Training for Acting 4

가창실기 3의 연속된 과정으로 노래 부르기에 필요한 복식호흡법, 발성 및 공명 등을 개인지도 방법으로 학습
한다. 

It help students to learn breathing, vocalizing, and resonance in order to improve THE singing skill 
in THE continuation of Vocal Training 3.

THE2013 극장실습1 THEater Practicum1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Introductory course designed to enhance THE student’s practical experience of technical aspect such 
as stage, costumes, lighting, sound with safety tip at venue.

THE2014 극장실습2 THEater Practicum2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Introductory course designed to enhance THE student’s practical experience of technical aspect such 
as stage, costumes, lighting, sound with safety tip at venue.

THE2015 극장실습3 THEater Practicum3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Introductory course designed to enhance THE student’s practical experience of technical aspect such 
as stage, costumes, lighting, sound with safety tip at venue.

THE2016 극장실습4 THEater Practicum4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여 무대, 의상, 조명, 사운드 등 연극제작에 관련된 운용기술과 필요한 실재적 사항을 
학습한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Introductory course designed to enhance THE student’s practical experience of technical aspect such 
as stage, costumes, lighting, sound with safety tip at venue.

MUT2002 신체훈련 2 Stage Movement 2

‘신체훈련1’의 심화과정으로 배우의 신체표현능력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Continuous exploration of Stage Movement 1. Develop awareness of THE potential for precise and 
expansive actor presence as THEy synTHEsize concepts from Stage Movement 1.

DRA4017 연극디자인1 THEatrical Design and Production1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의상디자인 및 분장을 포함한 프로덕션의 디자인 및 기술적인 관점
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Study of THE technical and design aspects of play production, including scene design and 
construction, lighting, sound, costume, and makeup.



710 2015 Course Catalog

DRA4023 희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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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천
과정을 학습한다.

Focuse on DRAmatic texts and styles from all major periods of THEater history. student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ry analysis and THEatrical enactment.

DRA4002 연극연출 1 Play Directing 1

이론과 실기를 통해 종합예술 창조의 총체적 지휘자로서 연출 문법을 터득케 하여 실제 작품 제작에 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principles of stage directing, such as play selection, design, casting, 
staging and conceptualization.

DRA4003 신체움직임 1 Physical Movement 1

무대 위에서 작품이 요구하는 대로 신체를 기능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힌
다. 곡예, 마임, 무술, 격투, 어릿광대짓 등을 다룬다. 

Students study many kinds of skills in order to move THEir body functionally and freely as much 
as THE play demands on stage. It includes acrobatics, mime, clownery, stage combat, martial arts.

DRA4019 연극제작실기 1(캡스톤 디자인) Play Production 1(Capstone Design)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연극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전
공의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Offer students interested in acting and related technical crafts (lighting, costuming, publicity, 
properties, and set construction). THE performance of THE play scheduled THE end of semester.

DRA4005 매체 연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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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n performance for camera. Students will be equiped to perform as an actor in film, 
television, and commercials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mechanics of camera.

DRA4021 연극제작실기3(캡스톤 디자인) Play Production 3(Capstone Design)

연극제작실기2의 연속으로 학기말 장편희곡을 전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세부전공분야로 참가하며 연극제작과
정의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Continuous exploration of Play Production 2. Students participate in a full-length play production 
related to THEir majors. THE course will provide THE student with THE skills and knowledge 
necessary to create THEatre production.

DRA4007 고급연기 1 Advanced Acting 1

고대 희랍비극부터 21세기 연극까지 다양한 연기양식과 연기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It concentrates on working and investigating many different acting styles in period plays from 
Ancient Greece to THE 21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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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4018 연극디자인2 THEatrical Design and Production2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의상디자인 및 분장을 포함한 프로덕션의 디자인 및 기술적인 관점
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심화학습한다.

Advance study of THE technical and design aspects of play production, including scene design and 
construction, lighting, sound, costume, and makeup.

DRA4016 동양연극 Oriental THEatre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남방 여러 나라의 전통연극에 대한 내용 및 형식적 특성을 학습한다. 
또한, 현대 연극의 흐름과 내용 및 형식적 특성을 공부한다.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Asian THEatre from ancient to THE present; Japan,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

DRA4009 연극연출 2 Play Directing 2

연극연출의 고급문법 및 기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연출의 입장과 연극 형태 및 양식에 따른 연출의 특성을 
학습한다.

Continuous exploration of Play Directing 1. Examine THE evolution of THE director’s role in THE 
THEatre. Study of diverse directing styles both contemporary and historical approaches to THE 
craft of directing.

DRA4010 신체움직임 2 Physical Movement 2

무대 위에서 작품이 요구하는 대로 신체를 기능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힌
다. 곡예, 마임, 무술, 격투, 어릿광대짓 등을 다룬다.

Students study many kinds of skills in order to move THEir body functionally and freely as much 
as THE play demands on stage. It includes acrobatics, mime, clownery, stage combat, martial arts.

DRA4011 매체 연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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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ass media such as film, TV DRAma, or CF and work  
to improve acting skills for THE camera.

DRA4020 연극제작실기 2(캡스톤 디자인) Play Production 2(Capstone Design)

연극제작실기1의 연속으로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연극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나누어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Continuous exploration of play production 1. Offer students interested in acting and related 
technical crafts (lighting, costuming, publicity, properties, and set construction). THEy will have 
opportunities to consider THEir majors. THE performance of THE play scheduled THE end of 
semester.

DRA4013 고급연기 2 Advanced Acting 2

고대 희랍비극부터 21세기 연극까지 다양한 연기양식과 연기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It concentrates on working and investigating many different acting styles in period plays from 
Ancient Greece to THE 21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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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4022 연극제작실기 4(캡스톤 디자인) Play Production 4(Capstone Design)

연극제작실기3의 연속으로 졸업심사를 위한 작품발표회를 가져야 하며 이의 결과를 제작노트로 제출하여 졸
업 작품 사정의 평가를 갖는다.

Continuous exploration of play production 3. Students participate in play production related to 
THEir majors.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reflective journals of THE process. THE whole 
process will be reviewed for graduation.

MUT4001 뮤지컬 연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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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rehearse and perform THE specific scenes in THE several musical plays which includes 
music numbers, dance numbers, and lines. It emphasizes on acting.

MUT4002 뮤지컬 성악 1 Musical Voice 1

다양한 뮤지컬의 음악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성악의 발성 및 창법, 곡 해석방법 등 성악의 전문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Students study THE advanced musical singing courses such as THE methods of THE interpretation 
of music using many music numbers in a lot of musical plays.

MUT4003 뮤지컬 댄스 1 Musical Dance 1

다양한 뮤지컬의 무용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장르의 춤을 
소화한다. 

Students study many kinds of musical dances such as jazz ballet, tap dance using a variety of 
musical dance numbers as a text.

MUT4005 극장경영 THEatre Management

연극은 물론 다양한 무대공연들을 위한 극장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경영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It helps students to improve THE ability to manage THE THEatres effectively and productively for 
a variety of stage performances as well as THE THEatre.

MUT4017 뮤지컬 제작실기 1(캡스톤 디자인) Musical Production 1(Capstone Design)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
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t offers THE opportunity to investigate and develop THE roles of each one in THE musical 
production. This course premises THE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semester.

MUT4019 뮤지컬 제작실기 3(캡스톤 디자인) Musical Production 3(Capstone Design)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
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t offers THE opportunity to investigate and develop THE roles of each one in THE musical 
production. This course premises THE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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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4015 오디션테크닉1 Audition Techniques 1

현장에서 행해질 오디션에 대비해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실습할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준비작업도 병행한다. 

It helps students not only to prepare for THE auditions but to make THE portfolios. THE 
professional directors, producers, and actors in THE film, TV DRAma, musical, and THEatre are 
supposed to teach THE students.

MUT4008 뮤지컬 연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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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rehearse and perform THE specific scenes in THE several musical plays which includes 
music numbers, dance numbers, and lines. It emphasizes on acting.

MUT4009 뮤지컬 성악 2 Musical Voice 2

다양한 뮤지컬의 음악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성악의 발성 및 창법, 곡 해석방법 등 성악의 전문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Students study THE advanced musical singing courses such as THE methods of THE interpretation 
of music using many music numbers in a lot of musical plays.

MUT4010 뮤지컬 댄스 2 Musical Dance 2

다양한 뮤지컬의 무용 넘버들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장르의 춤을 
소화한다. 

Students study many kinds of musical dances such as jazz ballet, tap dance using a variety of 
musical dance numbers as a text.

MUT4016 오디션 테크닉2 Audition Techniques 2

현장에서 행해질 오디션에 대비해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실습할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준비작업도 병행한다. 

It helps students not only to prepare for THE auditions but to make THE portfolios. THE 
professional directors, producers, and actors in THE film, TV DRAma, musical, and THEatre are 
supposed to teach THE students.

MUT4018 뮤지컬 제작실기 2(캡스톤 디자인) Musical Production 2(Capstone Design)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
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t offers THE opportunity to investigate and develop THE roles of each one in THE musical 
production. This course premises THE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semester

MUT4020 뮤지컬 제작실기 4(캡스톤 디자인) Musical Production 4(Capstone Design)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뮤지컬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
전공의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졸업심사를 위한 작품발표회의 성격을 띠며 그 
결과를 제작노트로 제출하여 졸업 작품 사정의 평가를 받는다.

It offers THE opportunity to investigate and develop THE roles of each one in THE musical 
production. This course premises THE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semester. Because this 
course is for graduation assessment, THE result of THE production is required for TH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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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프리 프로덕션

부터 포스트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화

작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화의 제반 테크놀로지를 

습득하고, 영화창작자로서의 철학과 창의성을 체계

적으로 기르도록 한다.

 학과(전공) 소개

영화영상학과는 21세기 영상산업을 주도해갈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각광받는 전공으로 인정받고 

있다. 차원 높은 미의식과 실전에 강한 영상 전문인 

육성을 목표로 폭넓은 교양교육과 실기 중심 교육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화영상전공

은 편성된 교과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분야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1) 기획/연출 분야 

  2) 시나리오분야 

  3) 제작기술(촬영, 편집, 사운드, 프로덕션 디자인)

분야

  4) 디지털 애니메이션 분야 

  5) 영화 이론 분야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영화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예술 장르

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영상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영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은 영화를 자기표현의 또 다른 

수단으로써 인식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손쉬운 테크

놀로지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영화는 다양한 직업군과 문화를 형성

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

다. 최근 한국영화가 질적으로 도약하고 규모면에서

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에서 앞으로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

한 학문분야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졸업 후 학생들은 영화 현장에 투입되어 그간 익혔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해 경

력을 쌓게 된다.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영화 분야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기

초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배양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작물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발휘

하여 영화인으로서의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또는, 

영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려는 학생은 대학

원에 진학하여 추후 학습, 연구를 통해 영화평론가나 

영화영상학과
Film & Digital Media



715영화영상학

10

예
술
대
학

교수직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졸업 후 진

출할 수 있는 분야는 영화감독 등 영화제작현장 스태

프로서의 전문 직무와 작가, 평론가, 대학교수 등 전

방위적으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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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학과 영화학박사
담 당 과 목 영화제작실기 실험영화제작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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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사분석 세계영화사분석

대 표 저 서
유지나의 여성영화산책, 생각의나무 2002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생각의나무 2004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대 표 논 문

“한류: 유사 할리우드인가 문화다원주의인가?”, (사)아프리카문화연구소/한신대학교, 2005.
“나혜석, 한국의 선구적 페미니스트/종합예술가”, 세계여성학대회, 2005.
“Etude sur la mise-en-scene du chemin et de la recherche de la Voie-Mandala d’Im Kwon-Taek”, 
기호학 학술지 Degres, 138호, 2009.

김 정 환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컴퓨터아트
세부연구분야 디지털애니메이션 / 시각효과 / 인터액티브 미디어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Dubuque Computer Science,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 School of Visual Arts Computer Art MFA
담 당 과 목 시각효과기초 시각효과워크숍 뉴미디어특강 애니메이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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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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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실기 편집기초 편집기법
대 표 저 서 디지털비디오의 이해 한나래 2005

대 표 논 문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영화연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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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석사
석사학위과정 The American Film Institute Production Design MFA
담 당 과 목 프로덕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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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와 그 수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11호

박 종 호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영화촬영
세부연구분야 촬영, 다큐멘타리, 영화제작, 영화교육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캘리포니아 예술대(CalArts) 영화제작 MFA
담 당 과 목 영상제작과정의 이해 촬영조명실습 제작실기
대 표 저 서 샷의 기법 박종호 역 비즈앤비즈 2010

대 표 논 문
아시아 영화교육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26
디지털 3D 입체 영화와 기술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42
3D입체 영상작업 분석-입체 3D촬영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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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영화분석 영상산업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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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승 재
전 공 분 야 영화기획
세부연구분야 영화 제작/기획 및 홍보마케팅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교육학 문학사
담 당 과 목 영화홍보마케팅 영화기획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대 표 경 력
2006 싸이더스 FNH 공동대표
2007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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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 덕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사운드 디자인
세부연구분야 사운드 디자인
학사학위과정 호서대학교 음악학과 예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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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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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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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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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단편시나리오실기 단편영화미학 실험영화제작

대 표 저 서
영화기술, 공저,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단편영화창작워크북, JNC커뮤니티, 2009

대 표 논 문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원작소설과의 미적 거리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권 6호
대학 실습교육을 위한 SD 대 HD 프레임의 미학적 변화 연구, 씨네포럼 14호
마술적 사실주의 영화 <베사메 무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 14호

박 재 호
전 공 분 야 영화연출
세부연구분야 영화연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학석사
담 당 과 목 연기연출 영화제작실기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대 표 논 문
다르덴형제 영화연구, 영화연구35
<천국보다 낯선>과 <우작>의 연출유사성 연구, 영화연구36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FIL2014 사운드실기1 3 1 3 기초 학사2년 1
FIL2051 영상제작과정의이해 3 1 2 기초 학사1년 1
FIL2054 뉴미디어특강 2 1 2 기초 학사1년 1
FIL2061 촬영조명기초 3 3 기초 학사2년 1
FIL2065 한국영화사분석 3 1 2 기초 학사1년 1
FIL2066 애니메이션실습 3 3 기초 학사1년 2
FIL2068 단편영화미학 2 1 2 기초 학사1년 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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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영화이론 및 
시나리오 트랙

영상제작과정의이해
한국영화사분석
뉴미디어특강
애니메이션실습
기초영상연기
단편영화미학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실기1
촬영조명기초
중급영상연기
세계영화사분석

편집기초
시각효과기초
연기연출

영화제작워크숍1,2

➡

서구영화분석
영화TV스타일분석

고전영화분석
아시아영화분석
장편시나리오실기
TV드라마작법

영화/TV장르분석
영화제작실기1,2
영화분석세미나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시나리오특강
영상사회학

영상제작기술 
트랙

➡

영화기획
영화홍보마케팅
시각효과워크숍

편집기법
영상산업실습

영화TV스타일분석
영화제작실기1,2
실험영화제작
영화분석세미나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멀티미디어음악입문
3D그래픽입문

영상연구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FIL2069 프로덕션디자인 3 3 기초 학사2년 1
FIL2071 세계영화사분석 3 1 2 기초 학사2년 영어 2
FIL2072 편집기초 3 1 2 기초 학사2년 2
FIL2073 시각효과기초 3 3 기초 학사2년 2
FIL2074 연기연출 3 3 기초 학사2년 2
FIL2076 기초영상연기 3 3 기초 학사1년 2
FIL2077 중급영상연기 3 3 기초 학사2년 1
FIL2078 영화제작워크숍1 3 3 기초 학사2년 2 팀티칭
FIL2079 영화제작워크숍2 3 3 기초 학사2년 2 팀티칭
FIL4009 영화제작실기1 3 3 전문 학사3년 1 캡스톤디자인
FIL4013 시각효과워크숍 3 3 전문 학사3~4년 1
FIL4036 사운드실기2 3 1 3 전문 학사3~4년 2
FIL4040 영상산업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42 장편시나리오실기 3 3 전문 학사3~4년 2
FIL4043 영화제작실기2 3 3 전문 학사3년 2 캡스톤디자인
FIL4052 영화/TV스타일분석 2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53 영화/TV장르분석 2 1 2 전문 학사3~4년 영어 2
FIL4054 영화홍보마케팅 2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58 영화기획 3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59 실험영화제작 3 3 전문 학사3~4년 1
FIL4060 TV드라마작법 3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61 편집기법 3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62 서구영화분석 3 1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FIL4063 고전영화분석 2 1 2 전문 학사3~4년 1
FIL4064 촬영조명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2
FIL4065 아시아영화분석 3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66 영화분석세미나 2 1 2 전문 학사3~4년 2 팀티칭
FIL4067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3 4 전문 학사4년 1, 2 팀티칭

현장실습 3 4 전문 학사3/4년 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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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CRE2003 시창작입문 3

연극학부 THE2001 기초연기1 3
연극학부 THE2004 기초연기2 3
미술학부 PAI4011 영상연구 3

광고홍보학과 ADV4028 디지털 영상광고 제작론 3
사회학전공 SOC4010 영상사회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교직이수 트랙 ➡

연극영화교재연구및지도법
연극영화교육론

편집기법
영화TV스타일분석

고전영화분석
아시아영화분석
영화분석세미나
영화제작실기1,2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실습

교육철학 및 교육사

복수전공트랙 ➡ 본인 선택 전공분야 택 1

FIL2014 사운드실기1 Sound Production 1

사운드 제작에 필요한 아날로그 사운드의 기초적인 음향 이론을 학습하고 디지털 사운드의 특성과 여러 가지 
음향 장비 및 주변기기의 기능과 사용방법을 학습한다.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는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시스템의 기초적인 개념과 사용방법을 습득한다.

Students of this course practice structure, recording and mixing of sounds.

FIL2051 영상제작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Film Production

(영상제작기술 트랙)
본 트랙은 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영상제작기술 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영상제
작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까지의 기초과정을 학습하며 최신 기자
재 및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focuses on basic cinematography, sound, editing for production of moving image.

FIL2054 뉴미디어특강 Introduction to New Media

미디어 매체를 과학기술과 현대의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예술을 그 표현 
영역의 확장과 효율적인 의미의 전달에 대해 주제별로 알아보고 이를 영화영상제작에 접목하여 생각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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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뉴미디어라는 담론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가 없는 융복합적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offers a critical introduction to new digital medi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ld” 
and “new” media. The course emphasizes the cultural meanings of new media in general and relates them 
to various tendencies of the field of digital media including new media art practice, industry trends, and 
technologies. The course also relates the issues of new media to contemporary film-making.

FIL2061 촬영조명기초 Introduction to Cinematography

촬영조명기초 수업은 촬영의 기본적인 이론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 렌즈, 조명장비 및 
그립장비의 기본적인 운용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조명, 필름, 노출과 렌즈를 통한 이미지 컨트롤 
기법을 배우게 된다.

Introduction to image control in motion picture photography through exposure, lighting, and 
selection of film, camera, and lens.

FIL2065 한국영화사분석 History of Korean Film

한국영화발달사를 시대별 대표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 시대별 대표작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사회, 문화, 역사
적 사건과 한국 영화 산업, 미학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각 시대별 한국 영화 미학의 특징을 분석한다.

FIL2066 애니메이션실습 Introductory Animation Workshop

전통적인 만화제작기법과 셀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고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제작 영역과 제작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동물과 인간의 표현,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하고 캐릭터로 이를 표현하고 재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통해 다양한 움직임의 표현으로 작품을 기획, 제작한다.

FIL2068 단편영화미학 Aesthetics of Short Film

국내외 다양한 단편영화의 구성과 형식을 연구한다. 단편영화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적 
영화이론 학습을 토대로 미학적 측면에서 분석, 비평한다. 

FIL2069 프로덕션디자인 Production Design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각화 방법을 공부하고, 미장센 분석을 통해 미장센의 구성 요소들의 특성과 그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제작도해 중의 하나인 ‘스케치업’의 기능을 익힌 후 선
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각화 과정을 단계별로 실습하여 영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을 연습함으로써 
영화적인 공간을 이해하고 미장센에 대한 감각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둔다.

FIL2071 세계영화사분석 World Film History

인류의 발명품이자 또 다른 세상을 형성하는 한 세기 넘는 영화의 역사를 배워나감으로써 영화전문가로서의 
지적 토대를 갖춰나간다.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된 영화들을 시대순으로 엮어가는 걸작 중심의 영화사보다는 
각 지역의 문화, 사회 등과 함께 돌아가는 영화와 시대의 변화를 다각도의 측면과 쟁점 위주로 탐구해 나간다.

FIL2072 편집기초 Editing Basics

파이널컷프로 같은 넌리니어 편집프로그램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배운다. 또한 필름 및 비디오 편집의 기술적 
과정 뿐 아니라, 시공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기초적인 기법과 문법들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익힌다.



721영화영상학

10

예
술
대
학

FIL2073 시각효과기초 Visual Effects Basics

전통적인 특수효과인 특수촬영, 광학기법, 미니어쳐, 특수분장, 화공효과, 매트 페인팅 등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 디지털 도구와 뉴 테크놀로지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시각효과에 대해 학습한다. 시각효과의 기본이 되
는 이론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각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합성과 관련한 기초적인 관련 프로그램
(툴)의 사용법에 대하여 실습하는 과정

FIL2074 연기연출 Directing Actors

고전주의 영화(스타니슬라브스키의 심리연기)부터 21세기 현대영화(뉴욕 액터스스쿨의 메소드연기)까지 다
양한 연기양식과 연기변천과정을 탐구한다. 또한 미장센의 중요한 요소인 배우들의 연기를 더욱 연출시키는 
감독의 미장센적 프레임구성 즉 카메라의 움직임, 조명의 색과 농도표현과 배우의 심리묘사와의 상관관계를 
통한 연기연출을 연구한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ting in the mise-en-scene, the course examines the methods of 
directing actors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amera frame, movement, colors of 
lighting and psychological expression.

FIL2076 기초영상연기 Basic Screen Acting 

영상연기에서 배우의 역할이 영상표현의 최전면에 나서는 매체임을 이해한다. 외모, 몸의 움직임, 목소리, 
제스쳐 등을 통한 기초연기원리와 다양한 캐릭터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배우의 연기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해석되는 카메라와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응용기술을 학습한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ting in the mise-en-scene, the course examines the methods of 
directing actors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amera frame, movement, colors of 
lighting and psychological expression.

FIL2077 중급영상연기 Intermediate Screen Acting 

영화, TV, CF, 뮤직비디오 등 각 매체가 갖고 있는 시·공간의 표현 차이와 스토리의 구성 차이에서 오는 
특성을 이해하고 카메라를 통한 연기기술을 습득하면서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영상의 특징에 
따라 매체를 활용하고 매체의 적응도에 따라 영상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ting in the mise-en-scene, the course examines the methods of 
directing actors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amera frame, movement, colors of 
lighting and psychological expression.

FIL2078 영화제작워크숍1 Film Production Workshop 1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한 한기 동안 단편영화 하나를 만드는 수업으로서, 그 과정의 단계에 따라 4명의 
교수가 1개월씩 지도한다. 그 4명은 보통 연출, 촬영, 사운드, 그리고 편집 담당교수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Student teams produce a short film during the semester. A feature of this class is that it  is a “team 
teaching” class. Four different teachers will advise the students consecutively as the production 
progresses. They will advise, respectively, on directing, photography, sound, and editing. But they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FIL2079 영화제작워크숍2  Film Production Workshop 2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한 한기 동안 단편영화 하나를 만드는 수업으로서, 그 과정의 단계에 따라 4명의 
교수가 1개월씩 지도한다. 그 4명은 보통 연출, 촬영, 사운드, 그리고 편집 담당교수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Student teams produce a short film during the semester. A feature of this class is that it  is a “team 
teaching” class. Four different teachers will advise the students consecutively as th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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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es. They will advise, respectively, on directing, photography, sound, and editing. But they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FIL4009 영화제작실기1 Film/Video Production 1(Capstone Design)

(캡스톤디자인)
본 트랙은 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영상제작기술 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몇 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권장한다.

Writing,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for a short film.

FIL4013 시각효과워크숍 Visual Effects Workshop

시각효과 기초실기를 이수한 후에 이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각효과 위주의 영상을 제작 실습하는 과정이
다. 실제 영상 제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아보고 이를 기존 영상에 적용된 다양한 시각효과 기술과 
제작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간단한 스크립트의 개발과 비주얼 작업을 통해 실제 제작을 시각효과 위주의 작품
을 제작하면서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다.

Intoduction to basic Principles and technologies of Visual Effects. Understanding of tools to realize 
characters on a computer and creation of them.

FIL4036 사운드실기2 Sound Production 2

영화 사운드 제작에 필요한 적합한 사운드의 구성요소와 각 단계별 제작 방법에 대하여 그 이론과 제작 과정
을 습득하고 사운드 디자인 및 편집, 믹싱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재 사운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폭넓게 사용
되는 프로툴즈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방법을 실습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Students of this course practice structure, recording and mixing of sounds.

FIL4040 영상산업실습 Film Industry

영화의 제작, 판매 그리고 배급 단계에 이르는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영화산업과 
사회 그리고 한국 영화산업과 국제 정치경제의 맥락을 조망한다.

Study of systems, laws, market and economic principles of the image industry; centering on the 
Korean and overseas case studies; and new media.

FIL4042 장편시나리오실기 Feature  Scenario Writing 

이미지글쓰기를 익힘으로써 영화작업의 토대인 장편 시나리오 구성과 이야기 만들기에 관한 구조적 법칙을 익
힌다. 영화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체가 신화 및 소설등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야기 구성의 기본적 양식을 익혀가
는데 필요한 영화 시나리오 및 다양한 서사의 영화를 함께 보고 분석하며 중/장편 시나리오를 써내도록 한다.

Creation of Scenario

FIL4043 영화제작실기2 Film/Video Production 2(Capstone Design)

(캡스톤디자인)
본 트랙은 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영상제작기술 트랙”의 핵심전공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몇 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주로 극영화를 제작한다.

Writing,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for a short film.

FIL4052 영화/TV스타일분석 Film and Television Style Analysis

영화의 TV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법들과 그 스타일을 분석한다. 미쟝센 분석, 사운드 분석, 편집 분석 등이 
주 대상이다. 서사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의 스타일 역사를 초창기에서부터 고전기, 누벨바그, 포스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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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영화에 이르기까지 분석한다. TV 다큐, 드라마, 기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스타일을 분석한다. 영화 감독
의 주관적인 스타일을 분석한다. 유럽 및 미국 감독의 스타일, 동양, 아프리카, 중남미 감독의 스타일, 한국 
감독의 스타일을 분석한다. 

Intensive study of the style of an auteur, studio, film or television making mode in terms of 
thematic and formal properties and their influences upon the art of film.

FIL4053 영화/TV장르분석 Film and Television Genres Analysis

영화의 TV에서 사용되는 주요 장르규범들을 분석한다. 컨벤션, 사회적 의미, 등이 주 대상이다. 서사영화의 
장르 역사를 초창기에서부터 고전기의 장르확립, 누벨바그의 장르 변형및 해체, 포스트모던영화의 장르혼합
에 이르기까지 분석한다. TV 드라마에서 사용된 장르를 분석한다. 영화감독의 장르규범을 분석한다. 유럽 
및 미국 감독, 동양, 아프리카, 중남미 감독, 한국 감독의 장르규범을 분석한다.

Rigorous examination of film and/or television genres: history, aesthetics, cultural context, social 
significance, and critical methodologies.

FIL4054 영화홍보마케팅 Film Publicity & Marketing

영화산업의 구조, 배급구조, 극장, 홍보이론, 관객조사이론과 기존 영화에 대한 마케팅 사례 등의 지식을 습
득하고, 개발된 소재에 대한 마케팅 기획서를 작성하기까지의 실습을 수행한다

Master knowledge of marketing example and so on about distribution & theater structure, public 
information theory, spectator investigation theory of existing movie, and achieve practice until 
make out marketing plan for developed project.

FIL4058 영화기획 Film Producing

영화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 과정에 있어서의 제작 구조를 학습하고, 기존 영화의 
기획 사례를 분석한다.

FIL4059 실험영화제작 Experimental Film Production

실험영화의 다양한 기법을 익히고 그 주제를 연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험 다큐멘터리에서부터 플리커, 
스크래치, 몽따쥬, 컴파일레이션, 미니멀리즘, 다중영상, 느린 영상, 정지영상,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컴
퓨터아트, 퍼포먼스, 설치영상, 노이즈, 실험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상, 사운드실험을 통해 영상과 사운
드가 어떻게 인간과 삶, 우주에 대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해나가는지를 깨닫게 한다

FIL4060 TV드라마작법 Writing for TV Drama

일상적 영상매체인 TV 등에서 필요한 드라마 창작 기법을 배운다. 단 한번에 완결되는 영화와 달리 이어지는 
TV 드라마 등에 필요한 소재를 탐색하고 극적 구성을 익혀나간다. 기존의 TV드라마 대표작들을 선정하여 
성공의미와 소재와 구조를 탐구하고 분석하며 실제로 드라마를 창작하는 연습을 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s of writing for TV dramas. TV dramas are different from screenplays 
in that they are usually produced in series, and as such they require different subjects and 
structure.

FIL4061 편집기법 Editing Techniques

<편집기초>를 이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고급적인 편집기법과 장비 사용법을 익힌다. 또한, 에드윈  
포터와 그리피스로부터 에이젠슈타인으로 대변되는 20년대 러시아 영화와 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영화편집의 변화도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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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4062 서구영화분석 Western Cinema

초창기 무성영화부터 현대 영화에 이르기까지 미국 및 유럽영화의 중요한 국가별 영화, 사조별 영화를 분석한
다. 프랑스, 미국의 탄생기 영화에서부터, 독일 표현주의, 러시아 몽따쥬,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프랑스 인상
주의, 독일,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미국의 사실주의, 이태리의 신사실주의, 프랑스의 시네마 베리떼, 
영국의 프리시네마, 프랑스의 누벨바그, 독일의 신독일영화,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신미국영화 등을 분석한다.

FIL4063 고전영화분석 Classical Cinema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고전영화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고전영화의 미학적 특징을 살펴본다. 주요 국가의 대표
적 고전 영화를 중심으로 시대별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고전 영화 미학의 관계를 분석한다. 

FIL4064 촬영조명실습 Cinematography Workshop

촬영조명실습은 촬영에 대한 실습과 이론을 심화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수업은 이론을 실습 작업에 적용하는 
실무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촬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지식
과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FIL4065 아시아영화분석 Asian Cinema

아시아 주요 국가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각국의 영화 미학의 특징을 살펴본다. 국가별 대표작을 중심으로 각국
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영화 산업, 미학의 관계를 연구하고 분석한다. 

FIL4066 영화분석세미나 Film Analysis Seminar

4명의 교수가 나눠서 담당하는 강좌이다. 4명이 학기를 1개월씩 나누거나 1주일씩 번갈아 할 수 있다. 매주 
한두 편의 영화를 보고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선택되는 영화는 고전이나 일반적으로 높이 평가되
는 영화보다는 근래의 화제작이나 학생들의 작품이 될 수 있다. 

This is a team teaching class. Four different teachers will be assigned, and each will take up the 
class in every four weeks. In the class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will discuss one feature film 
or a couple of short films. The films can be ones made by students.

FIL4067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Thesis Project(Capstone Design)

(영상제작기술 트랙)
영상제작기술 트랙의 핵심교과목으로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연출, 촬영, 편집 등 전공별 제작 
과정을 실습하고 최종 평가한다. 

With production, cinematography, edit by process that prepare graduation work major your process 
finish and estimate finally.

현장실습 Internship

교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공지식을 실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계절학기 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해 현장적응력 및 현장역량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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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약

학 연구 및 제약산업의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

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약사를 양성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교육목표를 

추구한다.

■ 통합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 약사 양성

  ∙ 약학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약학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가치 창출형 약사를 양성함.

■ 국제적 역량을 지닌 진취적 약사 양성

  ∙ 보건의료서비스 및 기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갖춘 약사를 

양성함. 

■ 우수한 실무 능력을 지닌 능동적 약사 양성

  ∙ 전문지식의 실무 적용 능력과 자기주도적 문제해

결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적재적소에서 지도자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함.

■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실천적 약사 양성

  ∙ 올바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약사를 양성함.

 학과(전공) 소개

2011년 3월 설립된 약학대학은  11개 전공의 대학원 

및 의약품 개발 종합연구소, Pharm-MBA, 약학연수

원등을 통해 임상, 산업, 연구약사 양성을 위한 기반

을 확립하였다. 또한 약학대학에서는 생명약학, 약물

과학, 사회약학, 산업약학 및 임상약학 분야 (세부 

11개 전공분야)의 전공 교수진을 통한 약학 전문 지식 

습득, 첨단 연구 장비 및 대학원 과정을 통한 신약개

발 약사로서의 연구 능력 배양, 대학병원 중심 실무실

습을 통한 임상 실무 교육, Pharm-MBA과정을 통한 

약학과 경영학의 융합 교육을 통해 의약품 개발 종합 

연구경영마인드를 함양한 약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2011년 경기도 GRRC 

약물 표적 제어 연구센터, 2012년 개방형혁신신약중

개연구센터 등의 유치를 통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

크 구축과 항암 후보물질의 제약회사 기술 이전 등이 

있다. 더불어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유수대학, 국립 

암센터 등의 국공립 연구소, 제약회사, 병원 약사회 

등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신약개발의 가속화 및 환자 개별 맞춤 약물요법

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심도있는 약학 전문지식

과 실무능력, 약학 인접학문에 대한 개방적 자세, 국

제적 역량 등을 갖춘 약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게 

약학과
Pharmacy



727약학

11

약
학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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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약사로서 최적의 약물요법에 근거한 우수약무를 수

행하고 신약개발을 선도함으로써, 국민보건 건강증

진 및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실

용적인 약학 발전을 지향한다.

 진로 및 취업분야

1. 병원약국: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

약학 교육을 받은 후 병원약국 약사로 진출하여 

치료효과의 극대화 및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치

료약물 모니터링(therapeuric drug monitoring) 

업무를 비롯하여 주사제 조제, 항암제 조제 및 투

약, 처방전 검토, 항응고 약물 관련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지역약국: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

약학 교육을 받은 후 지역약국 약사로 진출하여 

의약품 처방 검토 및 조제 업무를 비롯하여 지역사

회 보건 관련 업무, 약국관리 업무, 의약품 및 식품

과 약물의 병용투여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한다.

3. 대학원 진학: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개인

의 선택에 따라 약학 세부전공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과정을 거친 다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

한다.

4. 제약회사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 본교의 특성

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다음 제약

회사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 연구를 비롯하여 신약 후보물질 탐색, 

의약품 제제개발 연구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한다.

5. 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 남아 약사 

및 약과학자와 같은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비롯하여 약학 관련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6.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따

라 강화된 임상약학 교육을 받은 후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다음 국내 및 다국적 제약

사에 진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학술 업무와 임상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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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보건

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보건 행정 및 신약 허

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진출하여 

신약의 허가 및 관리를 비롯하여 의약품 허가 및 

관리, 보건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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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고 혁 완
전 공 분 야 병태생리학
세부연구분야 신경과학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화학과
박사학위과정 Rutgers University Graduate School-New Brunswick Neuroscience
담 당 과 목 병리학 생리학 해부학

대 표 논 문

Moon H, Song J, Shin JO, Lee H, Kim HK, Eggenschwiler JT, Bok J, Ko HW. (2014) Intestinal cell 
kinase, a protein associated with endocrine-cerebro-osteodysplasia syndrome, is a key regulator 
of cilia length and Hedgehog signaling. Proc. Natl. Acad Sci., 111:8541-6.
Han YM, Kang GM, Byun K, Ko HW, Kim J, Shin MS, Kim HK, Gil SY, Yu JH, Lee B, Kim MS. 
(2014) Leptin-promoted cilia assembly is critical for normal energy balance. J. Clin. Invest., 
124:2193-7.
Bao C, Namgung H, Lee J, Park HC, Ko J, Moon H, Ko HW, Lee HJ. (2014) Daidzein Suppresses 
Tumor Necrosis Factor-a induced Migration and Invasion by Inhibiting Hedgehog/Gli1 Signaling 
in Human Breast Cancer Cells. J. Agric. Food Chem., 62:3759-67.

권 경 희
전 공 분 야 사회약학
세부연구분야 약무행정 및 제도, 약학교육, 약사국가시험, 약무관계법규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Philadelphia College of 
Pharmacy & Sciences College of Pharmacy Pharmacy Administration

담 당 과 목 약학개론 약과사회 약국관리학 약사법규

대 표 논 문

손성구, 권경희(2014)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제도, 한국위기관리논집, 10(8) 93-117
조윤숙, 이주연, 권경희(2014)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최근 13년간 사용경향 조사, 약학
회지 58(4) 268~276
백진희, 권경희(2013) 의료용 마약류의 국내외 관리지침 비교분석을 통한 마약류의약품의 합리적 관리방
안 연구, 병원약사회지 30(2), 141~156

금 영 삼
전 공 분 야 약품생화학
세부연구분야 Chemoprevention, Epigenetics, Cancer Metabolism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Rutgers University Pharmacy Pharmaceutics
담 당 과 목 약품생화학 종양학 단백질생화학 기초생리학

대 표 저 서 Keum YS, Suppression of prostate carcinogenesis by dietary isothiocyanates. In Inflammation, 
Oxidative Stress, and Cancer (AN Kong Ed), pp. 463-476, CRC Press, Boca Raton, FL, USA, 2014.

대 표 논 문

Keum YS, Choi BY. (2014) Molecular and chemical regulation of the Keap1-Nrf2 signaling pathway. 
Molecules, 19(7):10074-89.
Keum YS, Kim HG, Bode AM, Surh YJ, Dong Z. (2013) UVB-induced COX-2 expression requires 
histone H3 phosphorylation at Ser10 and Ser28, Oncogene, 32(4):444-52.
Keum YS, Jeong YJ. (2012) Development of chemical inhibitors of the SARS coronavirus: viral 
helicase as a potential target. Biochem. Pharm., 84: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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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학
대
학

김 영 우
전 공 분 야 의약화학
세부연구분야 펩타이드 약물, 화학유전체학, 합성생물제제 개발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The Ohio-State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Medicinal Chemistry
담 당 과 목 의약화학 약물유전체학 무기화학 약품분석화학

대 표 저 서
의약품합성학, 의약품합성학편집위원회, 동명사, 2014.
의약화학, 의약화학 편집위원회, 신일북스, 2014. 

대 표 논 문

Kim Y-W, Hilinski GJ, Hong J, Kutchukian PS, Crenshaw CM, Berkovitch SS, Chang A, Ham S, 
Verdine GL. (2014) Stitched α-helical peptides via Bis Ring-Closing Metathesis. J. Am. Chem. 
Soc., 136:12314-22.
Pham TK, Kim D-H, Lee B-J, Kim Y-W. (2013) Truncated and constrained helical analogs of 
antimicrobial esculentin-2EM. Bioorg. Med. Chem. Lett., 23:6717-20.
Kim Y-W, Grossman TN, Verdine GL. (2011) Synthesis of all-hydrocarbon stapled α-helical 
peptides via ring-closing metathesis. Nature Protocols, 6:761-71.

안 희 철
전 공 분 야 물리약학
세부연구분야 구조생물학, 구조기반신약개발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물리약학 의약품분석학 생물의약품학
대 표 저 서 마틴의 물리약학, 제6판, 물리약학분과회, 신일북스, 2013. 

대 표 논 문

Yu TK, Shin SA, Kim EH, Kim S, Ryu KS, Cheong H, Ahn HC, Jon S, Suh JY. (2014) An unusual 
protein-protein interaction through coupled unfolding and binding, Angew. Chem. Int. Ed. Engl., 
53:9784-7.
Park TJ, Kim JS, Ahn HC, Kim Y. (2011) Solution and solid-state NMR structural studies of 
antimicrobial peptides LPcin-I and LPcin-II, Biophys. J., 101:1193-201.
Lim J, Son WS, Park JK, Kim EE, Lee BJ, Ahn HC. (2011) Solution structure of UIM and interaction 
of tandem ubiquitin binding domains in STAM1 with ubiquitin, Biochem. Biophys. Res. Commun., 
405:24-30. 

이  경
전 공 분 야 의약화학
세부연구분야 신약개발/화학생물학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Georgia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약품제조화학 의약화학 물리유기약품화학 의약품설계학

대 표 저 서
의약품합성학, 수정판, 의약품합성학 편집위원회, 동명사, 2013.
의약화학, 4판, 의약화학 편집위원회, 신일서적, 2014.

대 표 논 문

Naik R, Won M, Ban HS, Bhattarai D, Xu X, Eo Y, Hong Y, Singh S, Choi Y, Ahn H, Lee K. (2014) 
Synthesis an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of Synthesis an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study 
of chemical probes as hypoxia induced factor-1α /malate dehydrogenase 2 inhibitors. J. Med. 
Chem., 57:9522-38.
Lee K, Ban HS, Naik R, Hong YS, Son S, Kim BK, Xia Y, Song KB, Lee HS, Won M. (2013) Target 
identification of the HIF inhibitor LW6 using multifunctional chemical probes. Angew. Chem. Int., 
125:10476-79.
Lee J, Xia Y, Son MY, Jin G, Seol B, Kim MJ, Son MJ, Do M, Lee M, Kim D, Lee K, Cho YS. (2012) 
A novel small molecule facilitates the reprogramming of human somatic cells into a pluripotent 
state and supports the maintenance of an undifferentiated state of human pluriotent stem cells. 
Angew. Chem., 124:12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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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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학 임상독성학 지역약국실무실습

대 표 저 서
예방약학, 제6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예방약학분과회, 신일북스, 2011. 
독성학-생명, 환경, 생태계 (역서),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예방약학분과회, 신일북스, 2008. 
건강기능식품학, 제3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예방약학분과회, 신일북스, 2013.

대 표 논 문

Oh SJ, Kim H, Liu Y, Han HK, Kwon K, Chang KH, Park K, Kim Y, Shim K, An SS, Lee MY. (2014) 
Incompatibility of silver nanoparticles with lactate dehydrogenase leakage assay for cellular 
viability test is attributed to protein binding and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ion. Toxicol. Lett., 
225:422-32.
Liu Y, Oh SJ, Chang KH, Kim YG, Lee MY. (2013) Antiplatelet effect of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ctivator and its potentiation by the phosphodiesterase inhibitor dipyridamole. Biochem. 
Pharmacol., 86:914-25.
Kim H, Oh SJ, Kwak HC, Kim JK, Lim CH, Yang JS, Park K, Kim SK, Lee MY. (2012) The impact 
of intratracheally instilled carbon black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of rats: elevation of blood 
homocysteine and hyperactivity of platelets. J. Toxicol. Environ. Health A., 75:1471-83. 

이 창 훈
전 공 분 야 약품생화학
세부연구분야 생화학/종양생물학/염증종결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생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종양생물학특론

대 표 저 서 Lee CH, Role of serotonin in melanogenesis in the skin. In Serotonin: Biosynthesis, Regulation, 
and Health Implication (FS Hall Ed), Nova publishing, Canada, 2013.

대 표 논 문

Lee JY, Park MK, Park JH, Lee HJ, Shin DH, Kang Y, Lee CH, Kong G. (2014) Loss of the polycomb 
protein Mel-18 enhances the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by ZEB1 and ZEB2 expression. 
through the downregulation of miR-205 in breast cancer. Oncogene, 33:1325-35.
Lee HJ, Park MK, Lee EJ, Lee CH. (2013) Resolvin D1 inhibits TGF-β1-induced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of A549 lung cancer cells via lipoxin A4 receptor/formyl peptide receptor 
2 and GPR32. Int. J. Biochem. Cell Biol., 45: 2801-7.
Park MK, You HJ, Lee HJ, Kang JH, Oh SH, Kim SY, Lee CH. (2013) Transglutaminase-2 induces 
N-cadherin expression in TGF-β1-induced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via 
c-Jun-N-terminal kinase activation by protein phosphatase 2A down-regulation. Eur. J. Cancer, 
49:1692-705.

이 충 호
전 공 분 야 미생물학
세부연구분야 바이러스학 / 분자생물학 / 면역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t of Microbiology & Immunology
담 당 과 목 약품미생물학 면역학 의약학영어 항생물질학

대 표 저 서
약품미생물학 요약 및 연습, 제1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감염미생물 면역약학 분과회,  라이프사이언스, 2014.
Lee C, Laimins L. The differentiation-dependent life cycle of human papillomaviruses, In The 
Papillomaviruses (D. DiMaio and R. Garcia Eds), Springer, First edition, pp. 45-58, 2007.

대 표 논 문

Cho M, Kim YM, Lee S, Chin YW, Lee C. (2014) Mangosteen xanthones suppress hepatitis C virus 
genome replication. Virus Genes., 49:208-22.
Cho M, Lee S, Cho T, Lee C. (2014) Roles of the PDZ domain-binding motif of the human 
papillomavirus type 16 E6 on the immort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primary human foreskin 
keratinocytes. Virus Genes., 48: 224-32. 
Lee C. (2013) Daclatasvir: potential role in hepatitis C. Drug Des Devel Ther., 7:1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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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학
대
학

정 성 훈
전 공 분 야 약제학
세부연구분야 제제학
학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Purdue University 약학대학 산업 및 물리약학
담 당 과 목 제제학 제약공정 향장품학

대 표 저 서

Jeong SH, Lee J, Wee JS. Chap. 10 Fast Disintegrating Tablets. In Oral Controlled Release Formulation 
Design and Drug Delivery (H Wen and K Park Ed.),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10.
Jeong SH, Park JH, Park K. Chap. 2 Formulation Issues around Lipid-based Oral and Parenteral 
Delivery Systems. In Role of Lipid Excipients in Modifying Oral and Parenteral Drug Delivery: Basic 
Principoles and Biological Examples (KM Wasan Ed.),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07.
Jeong SH, Yourong Fu, Park K. Chap. 4 Hydrogels for Oral. In Polymeric Drug Delivery Systems 
(GS Kwon Ed.), Taylor & Francis, New York, 2005.

대 표 논 문

Choi DH, Kim KH, Park JS, Park K, Jeong SH. (2013) Evaluation of drug delivery profiles in geometric 
three-layered tablets with various mechanical properties, in vitro–in vivo drug release, and Raman 
imaging, J. Control. Release, 172:763-772.
Kim NA, Lim DG, Lim JY, Kim KH, Jeong SH (2014)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tanercept stability 
in various concentrations with biophysical assessment, Int. J. Pharm., 460:108-118.
Nha VT, Shin S, Jeong SH (2013) Lexicographical dynamic goal programming approach to a robust 
design optimization within the pharmaceutical environment, Eur. J. Oper. Res., 229:505-517.

조 정 숙
전 공 분 야 약물학
세부연구분야 신경약물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박사학위과정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School of Medicine & 
Biomedical Sciences Pharmacology & Toxicology

담 당 과 목 약물학 약물치료학 내분비약물학 약학실습4

대 표 저 서
약물학, 제12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물학분과회, 신일북스, 2012.
임상약리와 약물치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물학분과회(역), 신일북스, 2012.

대 표 논 문

Kim S, Lee Y, Cho J. (2014) Korean red ginseng extract exhibits neuroprotective effects through 
inhibition of apoptotic cell death. Biol. Pharm. Bull., 37:938-46.
Choi M, Hwang YS, Kumar AS, Jo H, Jeong Y, Oh Y, Lee J, Yun J, Kim Y, Han SB, Jung JK, 
Cho J, Lee H. (2014) Design and synthesis of 3,4-dihydro-2H-benzo[h]chromene derivatives as 
potential NF-κB inhibitors. Bioorg. Med. Chem. Lett., 24:2404-7.
Park C, Bose S, Kim S, Cho J. Neuroprotective role of CCL2 and its signaling pathway in brain 
cortical neuronal cells. J. Interferon Cytokine Res., In press.

진 영 원
전 공 분 야 생약학
세부연구분야 천연물화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생약학 천연물의약품 본초학 약학실습

대 표 저 서

Chin Y-W, Balunas MJ, Chai HB, and Kinghorn AD. Drug discovery from natural sources. In Drug 
Addiction. From Basic Research to Therapy, (R.S. Rapaka and W. Sadee, Eds.), pp. 17-39. 
Springer/AAPS Press, NewYork, 2008. 
Kinghorn AD, Chin Y-W, Pan L, Jia Z. Natural Products as Sweeteners and Sweetness Modifiers. 
In Comprehensive Natural Products Ⅱ. (R.Verpoorte, Ed.), Vol 3, pp. 269-315. Elsevier, Oxford, 
2010.
생약학, 개정2판, 생약학교수협의회, 동명사, 2014.

대 표 논 문

Jang HY, Kwon O-K, Oh S-R, Lee H-K, Ahn K-S, Chin Y-W. (2012) Mangosteen xanthones mitigate 
ovalbumin-induced airway inflammation in a mouse model of asthma. Food Chem. Toxicol., 
50;4042-50. 
Quan G-H, Chae H-S, Ahn K-S, Lee H-K, Kim Y-H, Oh S-R, Chin Y-W. (2013) Anti-allergic 
flavones from Arthraxon hispidus. Chem. Pharm. Bull., 61:920-26. 
Kim Y-M, Chae H-S, Lee EJ, Yang MH, Park JH, Yoon KD, Kim J, Ahn HC, Choi YH, Chin Y-W. 
(2014) A citrus flavonoid, 6-demethoxytangeretin, suppresses production and gene expression 
of interleukin-6 in human mast cell - 1 via anaplastic lymphoma kinase and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athways. Biol. Pharm. Bull., 37: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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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희
전 공 분 야 약물학(약동학)
세부연구분야 약동학, 약물대사체학, 약물상호작용 연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약물학 약동학 약물치료학 임상약동학
대 표 저 서 약물학, 제12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물학분과회, 신일북스, 2012.

대 표 논 문

Choi YH, Yu AM. (2014) ABC transporters in multidrug resistance and pharmacokinetics, and 
strategies for drug development. Curr. Pharm. Des., 20: 793-807.
Choi YH, Han SY, Kim YJ, Kim YM, Chin YW. (2014) Absorption, tissue distribution, tissue metabolism 
and safety of α-mangostin in mangosteen extract using mouse models. Food Chem. Toxicol., 
66:140-46.
Lee YK, Chin Y-W, Choi YH. (2013)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extract on acute renal failure 
induced by gentamicin and pharmacokinetic changes by metformin in rats. Food Chem. Toxicol., 
59:153-59.

최 원 준
전 공 분 야 의약화학
세부연구분야 천연물과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합성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유기약화학 약품제조화학 의약품정보학 신약설계개론

대 표 저 서
의약품합성학, 수정판, 의약품합성학 편집위원회, 동명사, 2013.
의약화학, 4판, 의약화학 편집위원회, 신일서적, 2014.
실험의약품합성학, 1판, 실험의약품합성학 편찬위원회, 청문각, 2013.

대 표 논 문

Choi WJ, Ko YJ, Kim HO, Chandra G, Lee HW, Koh HJ, Moon HR, Jung YH, Jeong LS. (2012) 
Stereoselective synthesis of conformationally restricted 2′-C-substituted carbocyclic 
nucleosides as potential antiviral agents, Tetrahedron, 68:1253-61.
Choi WJ, Chung H-J, Chandra G, Alexander V, Zhao LX, Lee HW, Nayak A, Majik MS, Kim HO, 
Kim JH, Lee YB, Ahn CH, Lee SK, Jeong LS. (2012) Fluorocyclopentenyl-cytosine with broad 
spectrum and potent antitumor activity, J. Med. Chem., 55:4521-5. 
Yu J, Kim J-H, Lee HW, Alexander V, Ahn H-A, Choi WJ, Choi J, Jeong LS. (2013) New RNA 
purine building blocks, 4’-Selenopurine nucleosides: first synthesis and unusual mixture of sugar 
puckerings, Chemistry-a European Journal, 19:5528-32. 

최 창 익
전 공 분 야 임상약학
세부연구분야 약물치료학, 임상약리학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담 당 과 목 약물치료학 노인약학 기초예비실무실습

대 표 저 서
약물치료학 요약집, 한국임상약학회, 신일북스, 2014. 
기초약무실습, 개정판, 한국임상약학회, 신일북스, 2014.

대 표 논 문

Choi CI, Bae JW, Lee YJ, Lee HI, Jang CG, Lee SY. (2014) Effects of CYP2C19 genetic polymorphisms 
on atomoxetine pharmacokinetics. J. Clin. Psychopharmacol., 34:139-42.
Choi CI, Bae JW, Jang CG, Lee SY. (2012) Tamsulosin exposure i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CYP2D6*10/*10 genotype. J. Clin. Pharmacol., 52:1934-8.
Choi CI, Kim MJ, Chung EK, Lee HI, Jang CG, Bae JW, Lee SY. (2012) CYP2C9*3 and *13 alleles 
significantly affect the pharmacokinetics of irbesartan in healthy Korean subjects. Eur. J. Clin. 
Pharmacol., 68: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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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 경
전 공 분 야 약제학
세부연구분야 약물전달시스템/약물수송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의약화학
박사학위과정 미시간대학교 약학대학 약제학
담 당 과 목 약제학 의약품품질과학 약물송달학 생물약제학특론

대 표 저 서
제제학,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제학분과회, 신일북스, 2013.
생물약제학과 약동학,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제학분과회, 신일북스, 2013. 
염류의약품 (역서), 한효경 외, 신일북스, 2013. 

대 표 논 문

Jung IW, Han HK. (2014) Effective mucoadhesive liposomal delivery system for risedronate: 
preparation and in vitro/in vivo characterization. Int. J. Nanomedicine, 9:2299-306.
Yang L, Shao Y, Han HK. (2014) Improved pH-dependent drug release and oral exposure of 
telmisartan, a poorly soluble drug through the formation of drug-aminoclay complex. Int. J. Pharm., 
471:258-63.
Yang L, Lee YC, Kim MI, Park HG, Huh YS, Shao Y, Han HK. (2014) Biodistribution and clearance 
of aminoclay nanoparticles: implication for in vivo applicability as a tailor-made drug delivery 
carrier. J. Mater. Chem. B., 2:7567-7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MY 2001 약학개론 2 2 전필 3 영어 1
PMY 2002 약품분석화학1 3 3 전필 3 1 팀티칭
PMY 2003 물리약학1 3 3 전필 3 1
PMY 2004 유기약화학 3 3 전필 3 영어 1
PMY 2005 생화학1 3 3 전필 3 영어 1 팀티칭
PMY 2006 생약학1 3 3 전필 3 영어 1
PMY 2007 해부학 2 2 전필 3 1 팀티칭
PMY 2008 약품미생물학 3 3 전필 3 1

PMY 2009 약학실습1 2 4 전필 3 1
팀티칭

(약품분석,생화학,물리약학)
PMY 2010 약품분석화학2 2 2 전필 3 영어 2 팀티칭
PMY 2011 물리약학2 2 2 전필 3 영어 2
PMY 2012 생화학2 2 2 전필 3 영어 2 팀티칭
PMY 2013 생약학2 2 2 전필 3 영어 2
PMY 2014 생리학 3 3 전필 3 영어 2
PMY 2016 약품제조화학1 3 3 전필 3 영어 2 팀티칭
PMY 2017 면역학 2 2 전필 3 영어 2
PMY 2018 의약통계학 2 2 전필 3 영어 2 팀티칭
PMY 2019 약학실습2 2 4 전필 3 2 팀티칭(생약학, 미생물학)
PMY 2020 예방약학1 3 3 전필 3 2
PMY 4001 분자생물학 3 3 전필 4 영어 1 팀티칭
PMY 4002 약품제조화학2 2 2 전필 4 영어 1
PMY 4003 무기의약품학 2 2 전선 4 영어 1
PMY 4004 약물학1 3 3 전필 4 영어 1 팀티칭
PMY 4005 약제학1 2 2 전필 4 1
PMY 4006 예방약학2 2 2 전필 4 1
PMY 4007 병리학 3 3 전필 4 1
PMY 4008 약학실습3 2 4 전필 4 1 팀티칭(약품제조, 예방약학)
PMY 4009 향장품학 2 2 전필 4 영어 1
PMY 4010 세포생물학 2 2 전선 4 영어 1
PMY 4011 기기분석 2 2 전선 4 1
PMY 4012 의약학영어 2 2 전선 4 영어 1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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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MY 4013 기능성식품학 2 2 전선 4 영어 1
PMY 4014 약과사회 2 2 전선 4 1
PMY 4015 의약화학1 3 3 전필 4 영어 2
PMY 4016 의약품설계학 2 2 전필 4 영어 2
PMY 4017 약물학2 3 3 전필 4 영어 2 팀티칭
PMY 4018 약물동력학 2 2 전필 4 영어 2
PMY 4019 약제학2 3 3 전필 4 2
PMY 4020 제제공학 2 2 전필 4 영어 2
PMY 4021 의약품정보학 2 2 전필 4 2
PMY 4022 약학실습4 2 4 전필 4 2 팀티칭(약물학, 약제학)
PMY 4023 항생물질학 2 2 전선 4 영어 2
PMY 4024 내분비약물학 2 2 전선 4 영어 2
PMY 4025 단백질생화학 2 2 전선 4 영어 2
PMY 4026 독성학 2 2 전선 4 영어 2
PMY 4027 본초학개론 2 2 전선 4 2
PMY 4028 의약화학2 2 2 전필 5 영어 1
PMY 4029 약물유전체학 3 3 전필 5 영어 1 팀티칭
PMY 4030 약물치료학1 3 3 전필 5 1 팀티칭
PMY 4031 약물치료학2 3 3 전필 5 1 팀티칭
PMY 4032 임상약물동력학 2 2 전필 5 1 팀티칭
PMY 4065 의약품품질과학 2 2 전필 5 1
PMY 4034 제약공정학 3 3 전필 5 1
PMY 4035 약업경제학 2 2 전선 5 1
PMY 4036 종양학 2 2 전선 5 영어 1
PMY 4037 천연물의약품학 2 2 전선 5 1
PMY 4038 신약설계개론 2 2 전선 5 영어 1
PMY 4039 약물상호작용론 2 2 전선 5 영어 1
PMY 4040 약물치료학3 3 3 전필 5 2 팀티칭
PMY 4041 약물치료학4 3 3 전필 5 2 팀티칭
PMY 4042 생물의약품학 2 2 전필 5 영어 2 팀티칭
PMY 4072 약국관리학(캡스톤디자인) 2 2 전필 5 2
PMY 4070 약사윤리와보건의약관계법규 3 3 전필 5 2
PMY 4045 조제학 3 3 전필 5 2
PMY 4046 약물송달학 2 2 전선 5 영어 2
PMY 4047 커뮤니케이션스킬 2 2 전선 5 2
PMY 4066 복약지도론 2 2 전선 5 영어 2
PMY 4049 임상독성학 2 2 전선 5 2
PMY 4050 노인약학 2 2 전선 5 영어 2
PMY 4051 TPN요법 2 2 전선 5 영어 2
PMY 4052 신약의약물요법개론 2 2 전선 5 영어 2 팀티칭
PMY 4053 기초예비실무실습 2 4 전필 5 2
PMY 4054 지역약국실무실습1 3 40 전필 6 1 3주
PMY 4055 지역약국실무실습2 3 40 전필 6 1 3주
PMY 4067 병원약국실무실습1 3 40 전필 6 1 3주
PMY 4068 병원약국실무실습2 3 40 전필 6 1 3주
PMY 4069 병원약국실무실습3 3 40 전필 6 1 3주
PMY 4059 제약및보건행정실무실습 3 40 전필 6 1 3주

PMY 4071
약학연구심화실무실습
(캡스톤디자인)

12 40 선택필수 6 2

전공영역별 선택심화연구: 
각 12주로 구성, 5개 
교과목 중 1과목 선택

PMY 4061 병원심화실무실습 12 40 선택필수 6 2
PMY 4062 지역약국심화실무실습 12 40 선택필수 6 2
PMY 4063 제약심화실무실습 12 40 선택필수 6 2
PMY 4064 보건행정심화실무실습 12 40 선택필수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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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교과목 해설

PMY2001 약학개론 Introduction to Pharmacy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약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는 강좌이다. 졸업 후 진로탐색을 통해 약사직능과 관련
된 이슈들의 소개를 통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전공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field of pharmacy and provides opportunity for exploration 
of career options within the discipline. Varied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technologies are used to 
help students gain insight in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harmaceutical team, state and 
federal regulations, pharmaceutical agents, prescription processing, pharmacy maintenance, retail 
sales, and the impact of pharmaceuticals o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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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2002 약품분석화학1 Pharmaceutical Analysis1

의약품의 분리 및 확인시험에 응용되는 각종 화학반응의 본질, 화합물의 특성, 화학 및 이온평형, 용해도와 
용액 특성 등에 관여하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 등을 강의한다.

A study of the nature of chemical compounds and reaction, chemical and ionic equilibrium, solubility, 
solution phenomena and complex compounds for the separation and identification of drug substances.

PMY2003 물리약학1 Physical Chemist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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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hysical chemistry to pharmaceutical 
problems and phenomena. The lecture includes the principles of equilibrium and kinetics in 
mechanism of drug degradation, and dissolution.

PMY2004 유기약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의약품의 합성 및 작용기전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유기화학반응 및 반응기전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의약
품의 화학적 구조와 생리활성간의 상관성 및 작용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여 약물
의 합성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Overview of general organic reactions for understanding of structur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and molecular level mechanism of drugs.

PMY2005 생화학 1 Medicinal Biochemistry 1

다양한 유전자와 단백질들의 합성, 분해, 기능과 상호 작용 그리고 지질이나 탄수화물의 생체 내 역할을 공부
하고 이들이 어떻게 유전자나 단백질과 작용하여 우리 몸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습득하여 신개
념의 의약품 개발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하고자 한다.

We study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e synthesis, degradation, function and 
interactions of nucleic acids and proteins in addition to the physiological functions of lipids and 
carbohydrates in order to develop new drugs with novel mechanisms of actions.

PMY2006 생약학1 Pharmacognosy I

생약의 평가, 성분, 약리 등 생약자원을 활용한 의약품의 개발 및 응용을 학습한다.

This class provides basic knowledge for natural products and its applications including chemical 
constituents, pharmacological properties, and dru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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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ded for understanding human gross anatomy, this course will provide light microscopic and 
electron microscopic structures of human body, focusing on the concepts of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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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군, 화학요법제, 숙주-미생물의 상호작용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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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s on basic medical microbiology as aids to understand microbial pathogenesis and microbial 
anatomy, metabolic functions, genetic control of cellular functions, growth and nutrition of 
microorganisms,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chemotherapeutic agents, and innate host defense 
mechanism.

PMY2009 약학실습1 Pharmacy Lab 1

본 과목은 약품분석, 생화학 및 물리약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이론과 실험 기법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
게 실제로 제약 산업에서 약품을 만드는데 응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The present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pharmaceutical analysis, physical pharmacy as well 
as various biochemical principles and experimental techniques, together with the fundamental 
knowledge regarding how they are used in the generation of biopharmaceutical products.

PMY2010 약품분석화학2 Pharmaceutical Analysis 2

정량분석의 기초적인 분석치 처리 방법, 화학량론적 계산법, 산 염기 적정, 침전 적정, 산화 환원 및 착화학물 
적정에 의한 용량분석법, 중량분석법 등을 강의한다.

Lecture on fundamental data handling, stoichiometric calculation, volumetric analysis by acid-base 
titration, precipitation titration, redox titration, and complex formation, and gravimetric analysis.

PMY2011 물리약학2 Physical Chemistry2

물리화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약학에 활용하여 약학기술을 이론적, 계량적으로 체계화함을 본 강좌의 목적으
로 한다. 강의는 확산 현상, 착물과 반응속도론 그리고 반고형제와 그들의 유동성, 분체성 및 약물의 설계법을 
포함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hysical chemistry to pharmaceutical 
problems and phenomena. The lecture includes diffusion, complexation, dispersion, adsorption, and 
interfacial phenomena. Also included micrometris, rheology, colloids and drug produc design.

PMY2012 생화학2 Medicinal Biochemistry 2

다양한 유전자와 단백질들의 합성, 분해, 기능과 상호 작용 그리고 지질이나 탄수화물의 생체 내 역할을 공부
하고 이들이 어떻게 유전자나 단백질과 작용하여 우리 몸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습득하여 신개
념의 의약품 개발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하고자 한다. 

We study the molecular basis underlying the synthesis, degradation, function and interactions of 
nucleic acids and proteins in addition to physiological functions of lipids and carbohydrates in our 
body. We then prepare ourselves in order to set the theoretical basis how to develop novel drugs 
with novel mechanisms of actions.

PMY2013 생약학2 Pharmacognosy 2

개별 생약의 평가, 성분, 약리 효과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강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individual medicinal plants, animals, and inorganic materials relevant to 
pharmacological use in the past or/and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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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integrated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To achieve this 
goal, this course will introduce structures and functions of major organ systems in the human body, 
focusing on the mechanisms of molecular, cellular, and physiological processes of each org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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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2016 약품제조화학1 Pharmaceutical Chemistry1

신약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고급 유기 화학의 단위반응에 대한 전반적 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하며 의약품
의 합성방법에 대한 내용 및 이들 의약품의 구조활성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Overview of advanced organic reactions for understanding of synthetic methodology, an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for drug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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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게 상호작용하여 외부 감염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와 분자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면역현상에 대하여 세포생물학
적 그리고 분자생물학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This course deals cells and tissues of the immune system, lymphocyte develop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ntigen receptors, the cell biology of antigen processing and presentation, including 
molecular structure and assembly of MHC molecules, the biology of cytokines, 
leukocyte-endothelial interactions, and the pathogenesis of immunologically medi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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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of statistics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or design (pre)clinical trials. For this, this lecture incudes the theoretical and technical approach 
to excel and SPSS statistical programs.

PMY2019 약학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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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
위하면서 필수적인 실험을 다룬다.

The aims of this course is course provides basic lab technology relevant to pharmacognosy and 
microbiology lab classes.

PMY2020 예방약학1 Preventive Pharmacy 1

환경 독성 화학 물질과 그들의 건강 효과에 대한 노출 사이의 인과 관계의 규명을 위해서 물질의 특성, 생물학
적 상호작용과 xenobiotics의 독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환경 질병의 예방의 원리에 대해 알게 된다.

For the elucidation of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environmental toxic 
chemicals and their health effect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on the properties, biological 
interaction and their toxicity of xenobiotics are needed. In this lecture, students learn about the 
principles of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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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ent course is directed towards understanding biological processes such as replication, 
transcription, translation and protein structural functions together with the state of art molecular 
techniques and biomedical research streams.



739약학

11

약
학
대
학

PMY4002 약품제조화학2 Pharmaceutical Chemistry 2

신약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고급 유기화학의 단위반응에 대한 전반적 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하며 의약품의 
합성방법에 대한 내용 및 이들 의약품의 구조활성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Overview of advanced organic reactions for understanding of synthetic methodology, an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for drug discovery.

PMY4003 무기의약품학 Synthetic Pharmaceuticals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기약품, 생물 무기약품 및 유기의약품의 물리 화학적 성질, 합성방법, 약물학적 
용도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Introduc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synthetic methodology, pharmacological effects, and 
side effects of inorganic, bioinorganic and organic pharmaceuticals, respectively.

PMY4004 약물학1 Pharmacology1

본 강좌에서는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진단에 사용되는 약물의 수용체에 대한 작용, 약동학, 약력학, 약물대사 
및 독성 등에 대한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자율신경계 약물 및 심장순환기계 약물의 특성과 약리작용 
및 기전, 부작용, 임상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Human pharmacology is the study of drugs used to prevent, diagnose, and treat diseases. This 
course will provide basic principles of drug receptors, pharmacokinetics, pharmacodynamics, drug 
biotransformation, and toxicology. In addition, it will cover actions, action mechanisms, drug 
interactions, side effects,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autonomic and cardiovascular-renal drugs.

PMY4005 약제학1 Pharmaceutics 1

약물의 치료효과를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약물의 투여형태 및 투여방법을 최적화하는데 필
요한 제제설계의 기초이론을 교육하고, 제제의 제조 방법 및 평가 방법, 제형의 종류 및 투여경로에 따른 약동
학적 특성의 변화, 첨가제의 종류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lecture covers the basic principles on the formulation and preformulation to optimize the 
therapeutic effects of drugs. Also,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eparation and evaluation methods 
of various dosage forms, pharmacokinet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oute of administration 
and formulations, and properties of pharmaceutical excipients.

PMY4006 예방약학2 Preventive Pharmacy 2

환경 독성 화학물질과 그들의 건강 효과에 대한 노출 사이의 인과 관계의 규명을 위해서 물질의 특성, 생물학
적 상호 작용과 xenobiotics의 독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환경 질병
의 예방의 원리를 이해한다.

For the elucidation of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environmental toxic 
chemicals and their health effect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on the properties, biological 
interaction and their toxicity of xenobiotics are needed. In this lecture, students learn about the 
principles of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isease.

PMY4007 병리학 Pathophysiology

질병으로 인한 장기기능의 변화, 즉 병의 원인, 기전, 병의 상태 및 경과에 이르는 과정을 공부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relationships between morphologic changes, functional alternations and 
clinical manifestations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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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08 약학실습3 Pharmacy Lab 3

의약품의 합성에 이용되는 제법들을 연구하고 의약품의 합성 분리 확인 및 생성물의 입체선택성, 반응경로에 
관해 토의한다. 또한 예방약학 및 환경 독성화학 분야의 기본실습을 시행하고 토의한다.

Studies on the techniques for the synthesis, separation and identification of drugs, discussion about 
the stereochemistry and mechanism of the reactions.

PMY4009 향장품학 Cosmetology

향장품의 역사, 화학적 조성, 제조방법, 사용법, 안전성 및 평가기술에 대해 교육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history of cosmetics, chemical composition and preparation methods, 
application and safety evaluation of various cosmetics.

PMY4010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세포의 기능에 관한 기능과 구조와의 관계, 세포 생장 및 분화, 대사의 조절, 분화된 세포와 조직의 특성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ular structure and functions, 
control of cellular differentiation and proliferation, metabolism and characteristics of cells and 
tissues.

PMY4011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미지 화학물의 분리 및 화학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 널리 쓰이는 크로마토그래피. 적외선 흡광학, 핵자기 
공명, 질량분석학의 원리와 데이터해석법을 강의한다.

Lecture on the principles of chromatography, infrared spectroscopy, nuclear magnetic resonance, 
and mass spectrometry which are widely used for the chemical structure determination of unknown 
compounds, and the interpretation of data.

PMY4012 의약학영어 English for Pharmaceutical Science 

의약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영어로 학습하고 이해한다.

Lecture deals with the medical terminology in English that are used in pharmaceutical fields.

PMY4013 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 Science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는 식품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classification and functions of the food and dietary supplements that are 
commonly used to improve pers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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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과
정과 기본철학을 검토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제 요소와 조직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다. 보건의료전달
체계, 인력, 조직, 재원조달, 질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Utiliz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from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the contextual dimensions of illicit drug use as well as other 
drug-related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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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15 의약화학1 Medicinal Chemist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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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process of new drug through enzyme, receptor structur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of lead compounds and introduction of the representative drugs.

PMY4016 의약품설계학 Drug Design

약물의 구조와 약효의 상관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정전기적 요인, 입체적 요인 및 전자밀도 
등 컴퓨터에 응용한 이론에 대해 강의한다.

Computer aided drug design using electrostatic factor, steric factor and electron density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PMY4017 약물학2 Pharmacology2

본 강좌에서는 평활근에 작용하는 약물, 중추신경계 약물, 혈액 질환과 염증 및 통풍 치료약물, 화학요법약물 
등의 특성과 약리작용 및 기전, 부작용, 임상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drugs acting on smooth muscle, drugs acting in the CNS, drugs used to treat 
diseases of the blood, inflammation and gout, endocrine drugs, and chemotherapeutic drugs. 
Emphasis will be placed on chemistry, action mechanisms, drug interactions, side effects,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these drugs.

PMY4018 약물동력학 Pharmacokinetics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에 관련된 약물동력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전임상 및 임상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pharmacokinetics of drugs as concepts of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Also it will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and design of (pre)clinical 
pharmacokinetic studies.

PMY4019 약제학2 Pharmaceutics 2

제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교육하고, 제제재료의 성질, 제형에 따른 약물수송 원리, 제제 및 제형에 따른 의약품
의 안정성, 제제설계를 위한 프리포뮬레이션 등을 강의한다, 또한 고형제제, 반고형제제, 액상제제 및 분산제
제의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dosage forms and pharmaceutical materials, 
drug transport mechanisms of each dosage form, physicochemical and storage stability of 
pharmaceuticals and preformulations. Particularly, it will be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 dosage forms including solid and semi-solid dosage forms, liquid dosage forms and 
disper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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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harmaceutical operations including 
extraction, sterilization, drying, sizing and handling of powders, compression and encapsul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covers the equipments used in unit opera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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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21 의약품정보학 Drug Information

의약품에 대한 최신정보를 학습하고, 의약정보의 취득, 정리, 보관 및 활용법 등을 배운다.

Structure of the rational methods in acquiring of the newest drug information: the collecting, 
readjustment, reorganization, and utilization of drug information will be included.

PMY4022 약학실습4 Pharmacy Lab 4

약물학 실습에서는 약물의 독성과 약물작용의 기초적인 실험을 통하여 실험 목적과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약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약제학 실습에서는 다양한 제형에 대한 제조기술 및 평가방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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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experiments on drug toxicology and pharmacological reactions of model drugs to understand 
the experimental purpose and reaction mechanisms. The application and practice of various 
formulation techniques, characterization of each formulation, and practices of dispensing 
techniques of drugs will be covered in this course as laboratory exercises.

PMY4023 항생물질학 Antibiotics

항생물질의 역사, 구조, 특정, 작용기전, 내성 및 효능, 실험방법 등 환자에게 항생물질을 투여시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강의한다.

To discuss the history, structure, properties, mechanism of resistance, action, and clinical aspects 
and laboratory techniques of antimicrobial agents.

PMY4024 내분비약물학 Endocrine Pharmacology

인체의 대사와 성장 및 생식 등을 조절하는 내분비계의 생리적 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
는 약물의 작용 및 기전, 부작용 및 약물 요법 등을 학습한다.

The aims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physiological actions of endocrine system regulating 
metabolism, growth, and reproduction in human body and to learn pharmacological effects, action 
mechanisms, and side effects of drugs used to treat endocrine disorders.

PMY4025 단백질생화학 Protein Biochemistry

생체 내 기본 활성물질들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의 구조와 기능, 효소반응기작,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신
경전달 및 signal transduction 현상을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omponents in life, such as 
functions of protein, carbohydrates and lipids, together with neurotransmission and cellular signal 
transduction.

PMY4026 독성학 Toxicology

독성학의 원리, 독성작용기전 및 독성물질로부터 인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룬다. 또한 질병을 일
으키는 원인 물질로서의 독성물질의 종류 및 질병 발생 과정에서의 역학과 예방적 전략에 대해 다룬다.

Toxicology deal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mechanism of toxic action, historical background, 
and ultimate goal to protect humans from exposure to toxic substance. Also we will study in terms 
of their mechanistic role during the disease process and preventive strategy.

PMY4027 본초학개론 Herbology

인류 역사와 함께 질병치료에 사용되어 온 자연 상태의 식물, 동물, 광물 등을 약리작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
고 각 약물의 효능 및 효과와 질병에 응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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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plants, animals, and minerals that have been used to treat illness since the dawn of 
recorded history. In this lecture, we will classify those natural sources according to their 
pharmacological effects, and learn how to apply them to treat diseases.

PMY4028 의약화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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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process of new drug through enzyme, receptor structur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of lead compounds and introduction of the representative drugs.

PMY4029 약물유전체학 Pharmacogenomics

약물유전체학은 약물에 의한 유전자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어떠한 유전자의 변화가 약효나 내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한다.

Pharmacogenomics is a new scientific discipline that investigates the gene expression change 
profiles in response to drug treatment, which eventually enables us to understand how these gene 
changes affect drug efficacy and/or resistance in molecular levels.

PMY4030 약물치료학1 Pharmacotherapy1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pathophysiology of various disease states, pharmacotherapy including dosage 
calculations, adverse reactions, drug interactions, relevant pharmacokinetics, alternative therapies, 
and monitoring parameters. This course will also involve the application evidence based medicine to 
practise, identifying benefits and limitations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and the individual patient.

PMY4031 약물치료학2 Pharmacotherapy2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pathophysiology of various disease states, pharmacotherapy including 
dosage calculations, adverse reactions, drug interactions, relevant pharmacokinetics, alternative 
therapies, and monitoring parameters. This course will also involve the application evidence based 
medicine to practise, identifying benefits and limitations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and the 
individual patient.

PMY4032 임상약물동력학 Clinical Pharmacokinetics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의 약물동력학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약물 및 대사체의  혈중농도에 근거
하여 약물요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o learn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drug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process and apply the pharmacokinetic principles to patient drug therapy specially focusing on 
therapeutic drug monitoring system.

PMY4065 의약품품질과학 Pharmaceutical Quality Science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대한민국 약전의 규정, 일반시험법 및 의약품각조 등을 포함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의 기초 이론,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의약품의 특성과 품질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화학적, 생물학적 및 분석
화학적 방법의 원리와 실제를 이해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concept and principles of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as well as 
pharmacopoeia that each nation standardizes to maintain the strength, purity, and quality of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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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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한
다. 또한 공정분석기술,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의약품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등에 대해 교육한다.

The technical implication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in Korea will be emphasized in this 
course. In addition, topics will cover pharmaceutical  R&D process, regulations, SUPAC, PAT 
(Process Analysis Technology) and process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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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acquaint students with policy issues pertaining to the pharmaceutical sector. 
Though the share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llocated to pharmaceuticals is smaller than that 
allocated to either hospitals or physician service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this particular 
sector deserves independent, serious study.

PMY4036 종양학 Cancer Biology

암세포의 특성, 정상세포와의 차이점, 암의 원인, 발암 과정의 생화학적 이해 및 종양 유전자와 발암 억제 
유전자들의 기능을 배운다.

This course will gi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cancer, the difference 
between cancer and normal cells, the etiological basis of cancer and the functional significance 
between oncogenes and tumor suppressor genes.

PMY4037 천연물의약품학 Natural Products Medical Chemistry

천연물의 성분 체계를 분류하고 각 성분군에 대한 생합성적인 개요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 추출방법 및 확인
법등의 총론적인 사항과 각 성분군에 따른 대표적인 물질의 성질, 구조, 및 응용 등의 각론을 강의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the biosynthesis pathway and the property of each natural metabolites with 
structure and application of each bioactive natural product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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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sis and modification of the recently developed new drug are lecture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theory of organic synthetic chemistry.

PMY4039 약물상호작용론 Drug Interaction

의약품의 조제 및 병합 투여시 나타나는 약물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 기전 및 영향, 그리고 임상 실무에서의 
응용에 관하여 다룬다.

A course intended to learn and apply pharmacy students to the clinical knowledge of drug-drug, 
drug-food, and drug-disease interactions in the clinical settings.

PMY4040 약물치료학3 Pharmacotherapy3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745약학

11

약
학
대
학

This lecture deals with pathophysiology of various disease states, pharmacotherapy including 
dosage calculations, adverse reactions, drug interactions, relevant pharmacokinetics, alternative 
therapies, and monitoring parameters. This course will also involve the application evidence based 
medicine to practise, identifying benefits and limitations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and the 
individual patient.

PMY4041 약물치료학4 Pharmacotherapy4

인체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그에 적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공부한다.

This lecture deals with pathophysiology of various disease states, pharmacotherapy including 
dosage calculations, adverse reactions, drug interactions, relevant pharmacokinetics, alternative 
therapies, and monitoring parameters. This course will also involve the application evidence based 
medicine to practise, identifying benefits and limitations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and the 
individual patient.

PMY4042 생물의약품학 Biodrugs

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의 원리와 그 응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의약품들이 현재 출시되어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부한다.

The present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the principle and methodology underlying the drug 
development through biotechnology. Also we will see which biodrugs are currently on the market 
and their economical values.

PMY4072 약국관리학(캡스톤디자인) Pharmacy Management(Capstone Design)

약국주변환경의 이해, 약국업무, 약국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약국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
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약국관리 모델을 만들어본다.

Students will gain a broader understanding of pharmacy practice, standards and regulations. 
Students will be given a team project for the capstone design. The model for the pharmacy will be 
developed by the students.

PMY4070 약사윤리와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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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se will cover Pharmaceutical Acts that impact and regulate the practice of pharmaceutical 
affairs. Topic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medications, regulation of controlled substances, and 
regulations of pharmacy practice will be extensively covered. This course may help the students in 
preparing for the Pharmacist Examination, and in understanding the diverse legal issues impacting 
future profess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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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will cover compounding and dispensing drugs, pharmacy formulations, adverse drug 
effects and necessary action steps, and patients education on taking medicines based on the 
therapeutic areas and pr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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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46 약물송달학 Drug Delivery

생체막에 존재하는 다양한 약물수송체의 종류 및 이들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
한다. 또한 최근의 약물수송체 관련 연구들의 특징 및 문제점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약물수송을 위한 약물 
수송체의 적극적인 활용방법들에 대해 이해한다.

This course includes topics relevant to the drug transport phenomenon, which affects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Characteristics of transporters, methodologies in such 
stud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will be also discussed in this course.

PMY4047 커뮤니케이션스킬 Communication Skills

약사-환자간의 또는 의료인간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대해 학습 및 실습한다.

A course intended to introduce and practical pharmacy students to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harmacists-patients or pharmacists -clinical members.

PMY4066 복약지도론 Patient Counseling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환자에게 약물을 전달할 때 복약과 관련되어 지도해야할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A course intended to introduce pharmacy students to techniques and skills the patients counseling 
in the dispensing prescriptions based on SOAP.

PMY4049 임상독성학 Clinical and Food Toxicology

독성학의 응용분야로 의약품 및 식품의 독성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측면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비타민, 소염진
통제 등 다양한 약물의 부작용 및 독성과 식품오염물질 등을 연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lecture focuses on the application and toxicological sciences in drug and foods. In clinical 
toxicology, adverse effects of drugs such as vitamins, NSAIDs, and other drugs to be of concern 
will be studied. In food toxicology, food contaminants and toxins are investigated.

PMY4050 노인약학 Geriatric Pharmacy

노인을 대상으로 최적의 약물요법 수행을 위한 지침을 학습한다.

Study for the optimized drug therapy with geriatrics.

PMY4051 TPN요법 IV Mixture of TPN and Clinical Application

TPN시 주사제의 용법 조절에 대해 다룬다.

Study for the dosage regimen of IV mixture during TPN therapy.

PMY4052 신약의약물요법개론 Pharmacotherapy of New Drugs

시판 5년 이내의 신약을 이용한 약물요법에 대해 학습한다.

Study for the optimized drug therapy with new drugs which have been used within five years.

PMY4053 기초예비실무실습 Preliminary Practice for Externship

필수 및 심화실무실습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이론 및 실습 
과정이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 that are required for clinical & hospital 
pharmacy Exter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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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Y4054 지역약국실무실습1 Community Pharmacy Practi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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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Y4055 지역약국실무실습2 Community Pharmacy Practi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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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Y4067 병원약국실무실습1 Hospital Pharmacy Practi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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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Y4068 병원약국실무실습2 Hospital Pharmacy Practi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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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Y4069 병원약국실무실습3 Hospital Pharmacy Practi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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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Y4059 제약및보건행정실무실습 Industry & Administrative Pharmacy Practice

본 과목은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제약산업체에서의 약사의 업무를 인식하고 의약품생산, 품질관리, 유통, 허
가 업무 및 신약개발업무 등을 산업적 측면에서 실습하고, 보건행정의 개념과 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제약
산업 및 보건행정의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한다. 

PMY4071 약학연구심화실무실습
(캡스톤디자인)

Advanced Pharmacy Research Practice
(Capstone Design)

필수실무실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전공분야의 연구실에서 실시하는 약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과목으
로, 다양한 약과학 연구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하여 신약발굴과 개발에 적용되는 전공분야별 방법론과 전략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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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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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기관
의 역할과 행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지도약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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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1. 지성적 가치수준 교육

  (1) 윤리-인성-적응-변화-관계 

  (2) 전문지성학습-역량개발

  (3) 인지과학적 실천활동 

  (4) 책임성과 성취열정

  (5) 자기계발과 생애개척

2. 유능역량의 창조적 인재상

  (1) 스포츠과학의 학술전문 인재

  (2) 스포츠과학의 경기역량 인재

  (3) 스포츠과학의 지도역량 인재

  (4) 스포츠과학의 국제화 인재

  (5) 스포츠과학의 산학교류와 현장 실용 인재

  (6) 스포츠과학의 미래개척인재1. 전공개념적 교

육목표

  

 학과(전공) 소개

스포츠과학과는 사회문화와 학문연구-정책변화에 

순응하고, 전공학문으로서의 지성-전문역량-진로

개척을 선도적이고 안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공 

구성체제를 완비함은 물론 학생 전공교육활동에 대

한 지원환경의 조성 및 적극적인 지식축적과 응용창

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의 응용방법 및 현장 지도적인 실

용역량을 갖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다변화 교육과

정을 편성-제공하여 그 지적 성취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교육활동에서의 창의-개척-인성-윤리-덕목

문화를 창출토록 관심지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

능하고 창조적인 인재상 정립과 미래 인간사회 적응 

및 생애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또한 학습활동의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화된 열린 운영체제와 지원-공감-공유[①공동체적 

관심과 환경조성(소통과 공감: 교수와 교수-교수와 

학생간의 과학적 학사행정-운영관리-공개-역할참

여-전공 및 정책정보-교육활동-협력교류-운영과 

전공 설명회 등)에 대한 교환적 소통구조 확립, ②전

공교육과정의 본질적 학문구조적 편성과 운영(이론

과 실제-활동의 융합), ③최고의 강의역량 교수와 학

습지도 활동, ④전공지성의 가치관과 생애-진로-생

활상담, ⑤적정 자율학습과 윤리적 학습활동, ⑥자기

역량 계발과 현장체험 활동 유인-지원(학습동아리 

활동과 국가기관-단체별 등 전문자격 역량과 연수-

봉사활동-국내외 행사-이벤트 활동 등), ⑦경기참

가와 체험분석 및 Capstone Design, ⑧학습여건 보

완을 위한 봉사적 개별 특별학습지도,⑨상호관계와 

협력조정, ⑩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⑪미래인재와 인

간상 계발, ⑫조교 직무강령과 행동, ⑬동문연계 조

직화, ⑭현장 고급지도 인력과 특별강좌 등] 및 재학

생의 전공교육활동과 체험-교류활동에 대한 과학적

인 운영역량 지도-조력을 통하여 역동적인 신 대학

문화와 전공 공동체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선도하

도록 한다.  

한편, 미래사회 변화추이에 따른 Vision적인 다학문 

특성화 전공체제를 구축하여 다변화 응용과학으로서

스포츠과학과
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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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포츠과학의 지식과 특기별 지도역량 및 스타급 

탄생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인체제로서 운영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행은 경기역량과 그 관련 진출을 위한 고급 스포츠

인을 육성하고 있으나 스포츠문화에의 폭넓고 다양

한 스포츠기능과 역할을 위한 콘텐츠개발과 현대와 

미래사회에서의 인간운동문화의 신 성장동력을 일으

킬 수 있는 스포츠의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

를 망라한 지식의 융‧복합-응용 이론,  

즉, 스포츠과학을 둘러싼 기초원리적 학문[①기존: 

철학-심리학-해부생리학-사회학-생체역학, ②현

상변화: 교육과학(교육철학-교육행정학-교육사회

학-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공학-교육평가-평생

교육 등)과 교수-학습지도-경영관리학-ICT(검사-

응용 프로그램-장비운영 및 개발 등)-인간공학]과 

응용 학문[①스포츠과학 원리와 개관, ②역사와 문

화, ③윤리학, ④정책학과 제도, ⑤행정학, ⑥법학과 

규정, ⑦Marketing과 Agent, ⑧경제학, ⑨정치외교

학, ⑩환경학 ⑪지리학, ⑫운동미학(리듬-감상-예

술 등), ⑬표현운동과 율동, ⑭영상과 운동분석, ⑮

Condition학, ⑯생물학, ⑰영양학, ⑱BT와 산업공

학, ⑲운동제어와 정보처리, ⑳신체반응과 화학, ㉑
통계학(Data 분석), ㉒시설과 건축공학-토목학, ㉓
의학과 보건학(생체와 예방-의료건강), ㉔약리작용

과 약학, ㉕연구방법과 측정-검사-평가-실험론 등] 

등의 융‧복합-응용적인 학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외 관련내용[①생애문화 복지와 여가-휴양, 

②Well-being과 생애활력, ③생태환경과 생활스포

츠, ④가정-학원과 학교-직장-성장과정별-생활권 

및 지역환경별의 인간생존과 생활스포츠,⑤스포츠

과학과 산업(기구-시설-프로그래머-의상 등), ⑥

스포츠과학과 체력(체력육성법-코칭론), ⑦안전관

리론과 구급, ⑧신체교정학과 재활, ⑨미래개발-개

척과 국제적 스포츠, ⑩스포츠와 국가-정책(기획-

행사 및 조직-예산-운영 포함)]에 관하여 자기주도

학습과 탐구학습이 요구된다.

그리고 스포츠의 개념분류[①경쟁, ②확률, ③의태, 

④모험]와 스포츠 성격분류[①기능 스포츠, ②투쟁 

스포츠, ③극복 스포츠, ④율동과 표현운동]에 따른 

경기역량과 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제 과학적 

기초가 크게 요구되는 바,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을 함으로써 스포츠과학에 대

한 특성화 연구기반과 학문적 수요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변화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메카적인 학문적 

구축-설계를 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과학은 인간사회의 총체적 기초를 응용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학의 다양한 조건과 연구역

량을 결집[①본교 체육관의 운동기능 학습장 시설과 

기구, ②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구축 및 주변의 입지

적인 스포츠 환경, ③법인산하의 각종 의료기관 및 

산학연구 프로그램과의 협동-협력체제 등]하여 연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개척적인 학문적 가치가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1. 진로 분야

스포츠과학과에서의 전공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역

량강화와 자기역량 이력을 통한 산·학·관·연의 

관련된 생애진출 분야는 스포츠 분야를 총괄하는 의

미로서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경기인: 각 Pro구단과 Amateur Team

의 스타급, * 프로심판 등 

  (2) 스포츠 지도자[학교체육 코치-감독; 교육기업

회사; 스포츠-문화복지 센터 등] 및 Trainer

  (3) 각급 학교[스포츠 전문강사, 스포츠 클럽지도 등]

  (4) 스포츠 경영과 Marketing, Agent 분야

  (5) 스포츠시설 및 생태환경 관리직: 공공 스포츠

시설-관리공단 등

  (6) 생활스포츠와 건강-의료분야

  (7) 스포츠과학 관련의 학술연구기관: 한국체육과

학연구원 등

  (8) 스포츠 산업개발: Leisure 및 기구-ICT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상-타운시설 등

  (9) 스포츠 관련의 언론-매체분야: 기자-해설 등

  (10) 공공 안전보호 및 경비보존과 경호분야

  (11) 스포츠활동 기획과 이벤트 사업



752 2015 Course Catalog

  (12) 국제적 스포츠 진출[경기 및 심판]

  (13)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지속적인 학술역량과 

연구활동

  (14)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교사-교수

  (15) 경기가맹단체[예: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단체, 

대한 장애인체육회 등] 

  (16) 스포츠-체육 관련기관[예: 국민생활체육회, 

체육진흥관리공단, 체육인재육성재단, 각종 

체육행정기관, 지자체 시설공단 등] 및 국내

외 스포츠 정책참여와 외교 및 교류, 기타 등

의 광범위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2. 자격제도와 교육활동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 공인

자격 제도

      * [예: 생활 및 전문(1-2급)의 지도사(스포츠; 장애

인; 유소년; 건강운동관리사; 노인)] 

  (2) 각급 학교체육진흥법[2013년 1월 29일]

      * 학교 총 예산의 5%, 체육활동 편성

  (3) 교육부의 “스포츠 클럽” 운영과 “스포츠 강사” 

제도

  (4) 각종 경기단체별 지도자 연수와 심판자격 제도 

운영

 교수 소개

임  식
전 공 분 야 [주]운동심리학  
세부연구분야 운동제어-학습심리; 교수-학습연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체육학 전공 체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명지대학교 운동심리학 전공 이학 박사
담 당 과 목 체육교육개론 운동심리학 운동학습이론 체육과 연구법 운동기능지도법
대 표 저 서 체육심리학 연구법

대 표 논 문
전신반응 이후 동작시간에서의 초속도에 관한 연구(Ⅱ)
움직임 교육 모형에서의 명령식 교수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가치분석
남자대학 경기선수의 긍정적 자화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ps2001 스포츠과학 개론 2 2 기초 학사1년 1
sps2002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2 2 기초 학사1년 2
sps2003 스포츠문화사 3 3 기초 학사2년 1
sps2004 스포츠안전관리론 3 3 기초 학사2년 1
sps2005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3 3 기초 학사2년 1
sps2006 스포츠와 리듬운동 2 1 2 기초 학사2년 1
sps2007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3 3 기초 학사2년 1
sps2008 스포츠산업개발론 3 3 기초 학사2년 1
sps2009 생활체육론 2 1 2 기초 학사2년 1
sps2010 골프과학과 실제 1   2 기초 학사2년 1 P/F
sps2011 인체해부(解剖)생리학 3 3 기초 학사2년 2
sps2012 스포츠심리학 3 3   기초 학사2년 2
sps2013 스포츠교육학 3 3 기초 학사2년 2
sps2014 스포츠와 여가(레저)활동 2 1 2 기초 학사2년 2
sps2015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3 3 기초 학사2년 2
sps2016 신체교정 지도Ⅰ 2 1 2 기초 학사2년 2
sps2017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1 2 기초 학사2년 2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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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A트랙
[스포츠 
경기인]

스포츠과학개론,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스포츠문화사, 스포츠 안전과 응급관리론,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신체교정지도Ⅰ, 
스포츠과학과 리듬운동,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스포츠산업 개발론, 
생활체육론, 골프과학과 실제,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인체해부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와 여가(레저)활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생체역학, 
운동제어-학습이론,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경영과 

마케팅론,신체교정지도Ⅱ, 스포츠 미디어론, 
농구과학과 실제-야 

과학과실제-축구과학과 실제,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코우칭론, 

스포츠측정평가론, 스포츠건강관리론, 
스포츠과학연구법, 스포츠영양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체 지정 이외의 

교과목

B트랙
[스포츠 클럽 

및 
스포츠경기지

도자]

스포츠과학개론,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스포츠문화사, 스포츠 안전과 응급관리론,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신체교정지도Ⅰ, 
스포츠과학과 리듬운동,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스포츠산업 개발론, 
생활체육론, 골프과학과 실제,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인체해부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와 여가(레저)활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생체역학, 
운동제어-학습이론,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경영과 

마케팅론,신체교정지도Ⅱ, 스포츠 미디어론, 
농구과학과 실제-야 

과학과실제-축구과학과 실제,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코우칭론, 

스포츠측정평가론, 스포츠건강관리론, 
스포츠과학연구법, 스포츠영양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체 지정 이외의 

교과목

C트랙
[스포츠과학 
연구기관 및 

단체]

스포츠과학개론,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스포츠문화사, 스포츠 안전과 응급관리론,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신체교정지도Ⅰ, 
스포츠과학과 리듬운동,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스포츠산업 개발론, 
생활체육론, 골프과학과 실제,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인체해부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와 여가(레저)활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생체역학, 
운동제어-학습이론,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경영과 

마케팅론,신체교정지도Ⅱ, 스포츠 미디어론, 
농구과학과 실제-야 

과학과실제-축구과학과 실제,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코우칭론, 

스포츠측정평가론, 스포츠건강관리론, 
스포츠과학연구법, 스포츠영양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체 지정 이외의 

교과목

D트랙
[스포츠 

가맹단체 및 
관련기관]

스포츠과학개론,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스포츠문화사, 스포츠 안전과 응급관리론,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신체교정지도Ⅰ, 
스포츠과학과 리듬운동,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스포츠산업 개발론, 
생활체육론, 골프과학과 실제,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인체해부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와 여가(레저)활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생체역학, 
운동제어-학습이론,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경영과 

마케팅론,신체교정지도Ⅱ, 스포츠 미디어론, 
농구과학과 실제-야 

과학과실제-축구과학과 실제,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코우칭론, 

스포츠측정평가론, 스포츠건강관리론, 
스포츠과학연구법, 스포츠영양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체 지정 이외의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ps2018 농구과학과 실제 1 2 기초 학사2년 2 P/F
sps4001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3 3 전문 학사3∼4년 1
sps4002 생체역학 3 3 전문 학사3∼4년 1
sps4003 운동제어-학습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sps4004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3 3 전문 학사3∼4년 1
sps4005 스포츠경영과 마케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sps4006 신체교정 지도 Ⅱ 1 2 전문 학사3∼4년 1 P/F
sps4007 스포츠 미디어론 2 2 전문 학사3∼4년 1
sps4008 야구과학과 실제 1 2 전문 학사3∼4년 1 P/F
sps4009 스포츠사회학  3 3 전문 학사3∼4년 2
sps4010 스포츠코우칭론 3 3 전문 학사3∼4년 2
sps4011 스포츠측정평가론 3 3 전문 학사3∼4년 2
sps4012 스포츠건강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2
sps4013 스포츠과학 연구법 3 3 전문 학사3∼4년 2
sps4014 스포츠영양학 3 3 전문 학사3∼4년 2
sps4015 축구과학과 실제 1 2 전문 학사3∼4년 2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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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체육특기생 중도 탈락자 수강기회 부여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체육교육과 PHE2008 체육문화사 3
체육교육과 PHE2010 안전교육론 3
체육교육과 PHE2036 체육생리학 3
체육교육과 PHE2038 운동심리학 3
체육교육과 PHE4004 생체역학 3
체육교육과 PHE4006 운동학습이론 3
체육교육과 PHE4011 체력육성법 3
체육교육과 PHE4043 체육관리론 3
체육교육과 PHE4031 스포츠사회학 3
체육교육과 PHE4032 코우치론 3
체육교육과 PHE4036 체육측정평가 3
체육교육과 PHE4056 건강교육론 3
체육교육과 PHE4061 체육과 연구법 3

■ 최대 인정 학점 : (39) 학점

 교과목 해설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E트랙
[스포츠 

산업-경영]

스포츠과학개론,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스포츠문화사, 스포츠 안전과 응급관리론,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신체교정지도Ⅰ, 
스포츠과학과 리듬운동,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스포츠산업 개발론, 
생활체육론, 골프과학과 실제,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인체해부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와 여가(레저)활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생체역학, 
운동제어-학습이론,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경영과 

마케팅론,신체교정지도Ⅱ, 스포츠 미디어론, 
농구과학과 실제-야 

과학과실제-축구과학과 실제,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코우칭론, 

스포츠측정평가론, 스포츠건강관리론, 
스포츠과학연구법, 스포츠영양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체 지정 이외의 

교과목

F트랙
[대학원 진학 
및 학문연구] 

스포츠과학개론,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스포츠문화사, 스포츠 안전과 응급관리론,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신체교정지도Ⅰ, 
스포츠과학과 리듬운동,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스포츠산업 개발론, 
생활체육론, 골프과학과 실제,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인체해부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와 여가(레저)활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생체역학, 
운동제어-학습이론,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경영과 

마케팅론,신체교정지도Ⅱ, 스포츠 미디어론, 
농구과학과 실제-야 

과학과실제-축구과학과 실제,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코우칭론, 

스포츠측정평가론, 스포츠건강관리론, 
스포츠과학연구법, 스포츠영양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체 지정 이외의 

교과목

sps2001 스포츠과학 개론 Sport Science and Theory of Outline

스포츠과학의 개념과 전공학문의 개요를 이해하고 스포츠의 근본철학과 인간생활로서의 문화창출 기능을 연
구하여 스포츠활동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전개 및 의의를 학습함으로써 학문적 기초를 구축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port science understand and outline of one’s major as well as 
study basic philosophy and thoughts. Thus, you learn value of sports activities, developments and 
significance for its objective, thereby you study basic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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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2002 스포츠인권과 윤리학  Human Rights and Ethics  of Sport 

스포츠에서의 행위와 현상 및 활동에 대한 인간존엄의 가치-자유권리를 보장하여 자기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며, 또한 스포츠 활동에서의 윤리적 규범과 도덕적인 사회가치관을 확립하여 보편
적인 인륜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

The value of human dignity about action, PHEnomenon and activity in sports - Through 
guaranteeing right of freedom, this provides legal basis for maximizing one’s ability. Also through 
establishing ethical norm and ethical social sense of values in sports, this pursuits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sps2003 스포츠문화사 Cultural  History  of Sport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스포츠의국내외적 변천과정과국내외의 스포츠 사조를체계있는정보자
료를통하여연구고찰하고,스포츠과학의 미래지향적발전을위한사적배경을제시함과동시에스포츠 생활의
문화적배경을학습토록한다.

This course studies and considers thedomestic and foreign transitionprocess of sport and the
thoughtsofsport inthe insideandoutsideofcountrythroughthesystematic informationmaterials.
Also, this courseprovides thebackgroundof thoughtsandhelps one tounderstandthe cultural
backgroundofsport life.

sps2004 스포츠안전관리론 Theory of Sport Safety   Management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체적사회적요인에의한각종사고및손상에대하여안전성학보및예방,
그리고응급처치능력을지도하고과학적인정보화에의한국제적체제와방법을제공하여스포츠생활에서의
안전과 응급을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데있다.

Thepurposeof this course is to teachsafety aquisition&preventionandemergency-treatment
abilityaboutvariousaccidentsanddamagescausedbyphysical andsocial factors.Andthiscourse  
alsoprovides the international systemandmethod byscientific informatizationinordertopromote
thesafety and emergency ofsport life.

sps2005 스포츠과학과 리더십론 Sport Science and Leadership Theory

스포츠문화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기능적 기여와 역할을 위한 스포츠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리더
의 소양을 갖도록 한다.

Science

sps2006 스포츠과학과 리듬운동 Sport Science and Rhythmic Movement

스포츠에서의 운동리듬과 율동적 흐름의 지각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신체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역량개발을 통한 스포츠과학에 기여토록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build physical rhythm leading efficient physical abilit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sps2007 스포츠과학과 인간공학 Sport Science and Ergonomics  

스포츠문화사회에서의 인간공학은 물리적 상황과 생리적 심리적인 공간적응이 가능한 정보처리 능력과 수용
능력, 특성과 적성에 맞게 안전과 안락, 효율성, 편리성을 추구하여 그 효능을 최대화기 위하여 인간과 기계기
구, 환경조건적 관게에 따른 기능과 한계를 연구하여 공간이용 여건, 기구와 시설, 조작기능,피로감소 등의 
디자인과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Ergonomics in sports science seek safety and comfort,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in accordance 
with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of and physical situation,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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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daptation. Also it applies condition of space capacity, facilities, environment, control 
function, and decrease of fatigue to the design.

sps2008 스포츠산업개발론 Sport Industry and Theory of Development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생활 향상에 따른 스포츠 산업분야의 융성에 대응하고, 그 현장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분야에 대한 이론과 창의적 개발능력을 학습함으로써 미래 진로와 문화적 가치
를 창출토록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cope with prosperity of sports culture industry and tak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field of sports.
By learning about theory of industry and ability of creativity, students can decide their future career.

sps2009 생활체육론 Theory  of Sport for all 

현대에서의 선진사회와 변화에 대한 조류와 대응을 위한 스포츠의 사회문화적인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인
간생활과 스포츠 활동의 효과 및 생애건강을 지향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론과 실습을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research  roles and methods of sports society culture for tendency and 
reponse to change in advanced society. They learn and practice effects of sports activities and how 
to improve quality of life.

sps2010 골프과학과 실제 Golf Science and  Practice  

골프에 관한 운동문화적 지식습득과 기술적응 방법-규칙-자기관리와 자세-경기력과 활동-지도(코칭-리더) 
스타일과 방법-국제화-미디어 실제-문화적 인식-미래설계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수정-feedback에 관하
여 지도력을 함양한다.

Develop a ability of teaching through analysis-evaluation-modification-feedback in learning science 
exercise knowledge about golf and analyzing method of adaptating skill, rule, self management and 
posture, ability of athletic performance and activity, guidence(coaching,leadership) style and 
teaching method, internationalization, media practice, cultural awareness and future plans, etc.  

PHE2011 인체해부(解剖)생리학 Human Body Anatomy-Physiology 

스포츠 활동에서의 인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골격계, 근육계, 신경체계, 순환계, 배설, 소화 등에관한인체해
부학적인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생리적 상호작용이해와 조절함으로써인체기능의 과
학적인 운용 지식과 지도력을 함양한다.

Throughthis course, sportget tounderstandthebasic knowledgeof skeletal structure,muscle,
nerve, circulation, excretion, digestion andetcofhumanbody inorder to learnthephysiological
interactioninsport activity.Andthrough applicationandnewinternational information materials,
toputactivevalueinsport.

PHE2012 스포츠심리학 Psychology of Sport

스포츠의 과학적인 수행에서의상황적조건에따른심리적관련요인과기초를이해하고,스포츠의목표를성
취하기위한운동지각에서부터운동발달,운동및경기심리,건강심리등에관한이론을연구하여스포츠 능력
을함양하는데있다.

Thepurpose of this course is tounderstandpsychological factors and foundationaccording to 
situational conditions in sport performance.Andthiscourseresearchesthetheoriesoncognitionof
exercise, exercisedevelopment, exercise,gamepsychology,healthpsychologyandsooninorder to 
foster theability potential in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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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2013 스포츠교육학 Pedagogy of Sport

스포츠 활동현장 또는 학교교육에서의 교육학적인 제 분야를 망라한 기초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운동과 효율
적인 실제를 적응토록 하고, 그 지도역량을 교육과학적으로 운용토록 교육과정-교수학습 지도과정-교육평
가 등의 제 과정을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make students adapt to human movements and efficient reality 
based on their educational field. Also students will take part in study-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of coaching- assessment of education so that they can manage their own capability in a 
scientific educational way.

sps2014 스포츠과학과 여가(레저)활동 Sport Science and Leisure Activities

고도산업사회 문화생활에 따른 인간의 제반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여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지도를 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a variety sports activities and leisure activities for one's psychological, 
physiological and social comfort in a highly industrialized life.

sps2015 스포츠정책과 행정관리론 Policy of Sport  and Theory of 
Administration Management 

국내외적인 스포츠문화 관련의 정책(국책-외교-운영-각종 시책 등)을 공감하고, 개인 또는 전공자로서의 과
학적인 입안과 절차-적응-문제해결과정을 학습하게 한다.
또한  스포츠 조직과 기관, 과제, 설정목표를 해결-달성하기 위한 기획, 조직, 운영, 지도, 조정, 예산, 통제 
등의 체계화된 과학적인 행정직무 수행과 관리능력의 이론을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mpathize with policy of sports(national policy-diplomacy- 
management-various measures) locally and broad and to learn scientific planning and procedure- 
adaptation-process of problem solving. Also students would learn systemed and scientific 
administration and an ability to manage of planning, organization, management, supervision, 
coordination, budget, control in order to accomplish or achieve purpose of the sports organizations 
‘tasks and aims

sps2016 신체교정 지도 Ⅰ Guidence of Body CorrectionⅠ

스포츠에서의 강인한 체력과 신체조성 및 안전한 역량을 위한 신체균형과 근골회복능력을 지도하고, 불안전
한 신체적 상해 등을 교정함은 물론 재활지도와 실제를 차 단계로서 체험케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body balance and recuperative powers of bones and muscles. 
Also Students will experience correcting uncomfortable physical injury, learning how to do 
rehabilitation. 

sps2017 운동검사 및 처방의 실제 Practice of Exercise Test-Prescrip tion 

스포츠활동에 따른 운동능력과 인체해부학적인 기능에 대한 검사와 운동처방 프로그램 방법, 지식을 지도하
여 제 신체적응 요인의 연구와 실제에 응용토록하며, 스포츠 및 건강산업 현장 수요차원에 대응하기 위한 각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각종 스포츠 단체, 재활의료 등의 교류를 통한 운동처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학적
인 운동수행능력과 운동처방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 및 대처방법의 구성과 토론을 하고 발표한다.[필요시 산학
협력 정보교환] 

This course is to apply  physical ability and test of function of human anatomy, exercise 
prescription ,and knowledge to research of fuction of physical adaptation in reality. Also, in this 
course students get to  share information of exercise prescription with medical institutions, social 
welfare centers, various sports organization,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order to cope with 
demand of sports and medical industry. By sharing this information, students will discuss and 
present program design and measure of physical ability and exercis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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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2018 농구과학과 실제 Basket-ball Science and   Practice

농구문화에 관한 지식습득과 기술적응 방법-규칙-자기관리와 자세-경기력과 활동-지도(코칭,리더) 스타일
과 방법-국제화-미디어 실제-문화적 인식-미래설계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수정-feedback에 관하여 지도
력을 함양한다.

Develop a ability of teaching through analysis-evaluation-modification-feedback in learning science 
exercise knowledge about  basket-ball and analyzing method of adaptating skill, rule, self management 
and posture, ability of athletic performance and activity, guidence(coaching, leadership) style and 
guidence method, internationalization, media practice, cultural awareness and future plans, etc.

sps4001 스포츠시설과 환경론 Facility of Sport  and Theory of Environment

스포츠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시설조건에 다른 환경적인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문화적 환경과 운동조건에 적합한 시설구조와 내용설계(온도-습도-적응공간-효율성 조건과 
설비 등)에 관한 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sports facility is very important. Thus, you learn theory and 
practice of sports  environment, appropriate facility structure and content design(temperature, 
humidity, adaptation space, condition of efficiency and production facilities)

PHE4002 생체역학 Biomechanics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생체역학적분석과이론을이해하고실제에있어서의효율적적용과경기력
향상을위한방법을학습함에있어서국제적이론과정보체제를이용하여적극적연구를도모케한다.

Thepurposeofthiscourse istounderstandthemechanicalanalysis and Biomechanics theoryabout
sports. And effectiveapplicationof thesesports forperformance improvement, ithelps sports to
conduct the active research usinginternational theoryandinformation systems.

PHE4003 운동제어-학습이론 Theory of  Learning and Motor Control

스포츠의 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체운동의 관찰과 정보처리과정에따른움직임 분석과 원리를 이해하고, 
제반학습과 제어이론(감각-지각-주의-기억-분산과 집중-전이-욕구와 동기-귀인-정신연습)을탐구하여
운동기능수행과운동능력을과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루는 데있다.

Thiscourseinvestigatesvarious motors learningand motorcontrol theoriesrelatedtoinformation 
processinginhumanexercise and scientifically clarifiesthe performances ofmotorfunctionsan
motoractivities in ordertofosteringthe abilityfor sport.

PHE4004 체력육성과 트레이닝방법론  Theory of Training Methods and  Basal Physical Fitness 

스포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생리학적,기능학적,심리학적인측면에서의이론적인근거를통해체력육성
프로그램의작성및훈련방법을함양하며,또한경기상황및체력과기술향상에대한현장적응력을가능토록 
과학적인 훈련기법을 학습한다.

Basedonthe theoretical foundations in thephysiological, functional andpsychological aspects,
sports the makingand methodsof thephysical developmentprogramaswell as fosteringthe field
adapt abilitiestogamesituationsandimprovementofphysical strengthand skills.

PHE4005 스포츠 경영과 마케팅론 Theory  of Marketing and Sport Management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스포츠 현상에따른제도,시설,조직, 인원,물자,재정,행정,홍보, 협약 
등의합리적이고과학적관리과정과기능을이해하고이를통해효율적인스포츠 활동의환경을제공할수있는
스포츠 관리자의능력을배양한다.

This course ismarketing tounderstandthe rational andprocesses andfunctions of the system,
facility,personnel,goods, financeandadministration,public information,agreement.And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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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portsciencefoster theabilityofsportand marketing managerswhocanprovidethe effective 
environmentofsport activities.

sps4006 신체교정 지도 Ⅱ Guidence of Body Correction Ⅱ

스포츠에서의 강인한 체력과 신체조성 및 안전한 역량을 위한 신체균형과 근골회복능력을 지도하고, 불안전
한 신체적 상해 등을 교정함은 물론 재활지도와 실제를 차 단계로서 체험케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body balance and recuperative powers of bones and muscles. Also 
Students will experience correcting uncomfortable physical injury, learning how to do rehabilitation.

sps4007 스포츠미디어론   Media Theory of Sport 

스포츠 문화에 대하여 각종 매체에 의한 전달방식을 이해하고 그 수용 및 해석-인지 와 스포츠 특성인 공개성
과 윤리적 도덕성, 개발성, 사회활력, 여가활용 기회 등 다양한 가치 및  폐해 등에 관한 사화문화적 응용능력
과 그 참여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스포츠사회 적응력을 신장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methods of delivery about sports  and fields by a variety 
of media and accept interpretation – recognition of the methods. And this course is to develop 
adaptability for society of sports by fostering ability of participation and application of 
sociocultural about disclosure, ethical morality, development, energy of society, opportunity for 
leisure use being characteristics of sports.

sps4008 야구과학과 실제 Base-ball Science and   Practice

야구문화에 대한 지식습득과 기술적응 방법-규칙-자기관리와 자세-경기력과 활동-지도(코칭,리더) 스타일
과 방법-국제화-미디어 실제-문화적 인식-미래설계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수정-feedback에 관하여 지도
력을 함양한다.

Develop a ability of teaching through analysis-evaluation-modification-feedback in learning Science 
exercise knowledge about  base-ball and analyzing method of adaptating skill, rule, self management 
and posture, ability of athletic performance and activity, guidence(coaching, leadership) style and 
guidence method, internationalization, media practice, cultural awareness and future plans, etc.  

PHE4009 스포츠 사회학 Sociology of Sport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스포츠 활동에서의사회적측면을사회학적연구방법을통하여고찰하며스
포츠와사회관계양상에대한폭넓은이해와 수행능력을배양한다.

Thisstudycontemplatesthesocial aspectof sports activitiesthrough sociological researchmethod
andfosterstheperformanceinthesport  thoughthewidelatitudeofunderstanding.

PHE4010 스포츠 코우칭론 Theory of Coaching and Sport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코우칭의원리와지도자로서의사명을인식시켜국제적경향의각종트레이
닝법을정보화하여생리학,심리학,역학등의과학적응용및운동상황의변화에대처하는능력을배양한다.

Withthiscourse, sport the principle ofcoaching andmissionasinstructorandfostertheability to
dealwithscientificapplicationofphysiology, psychologyanddynamics andthechangeofexercise
situationbyinformatizingvarioustrainingmethodsof international trend.

PHE4011 스포츠 측정평가론 Theory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Sport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스포츠 활동및현상에따른요인별측정과분석,평가를통하여새로운스포
츠 활동및적응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과정보화하는 데 있으며,국제적사회적변화에 따른 연구 및 측정
기법을 이해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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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course istoprovidethebasicmaterialsnecessaryfornew sport  activityand
adaptationthroughmeasurement,analysisandevaluationaccordingtosport activityandsituation.
Also, this curse helps to understand the research andmeasurement techniqu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andsocial changes, inordertofostertheabilityforsport.

PHE4012 스포츠건강관리론 Theory of Sport Health -Management 

스포츠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간의육체적,정신적,사회적,심리적인건강을유지하는데필요한지식과 
태도,습관및행동의제 과정을학습시키기위해예방적인 건강이론과기초,건강관리에대한능력을함양한다.

Inordertoeducatethe sport knowledge,attitude,habitandprocessofbehavior whicharenecessary
forphysical,mental, social andpsychological healthofhuman, thiscourse provides international
healththeory&foundationandinformationaswell aspromotesforhealthmanagement and program 
of exercise prescription.

PHE4013 스포츠과학 연구법 Research  Methods in  Sport Science

스포츠의 역량과 스포츠 운영에대한창의적인 연구의식을바탕으로그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자료수집-설계
-진행방법-분석-검사-실험-측정 등의 결과와 통계능력을함양에서의정보화와과학적인연구설계및 과학
적인절차는물론체계적인보고서작성과자료보존능력을갖도록한다.

This courseprovides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of field, concept, techniques, process and
writingreportof researchrelatedtosportscienceandresearchesofhumanities&social sciencesand
natural sciences, inorder to foster sport scienceperformances andabilities related toresearch
method.

sps4014 스포츠영양학  Nutrition of Sport

스포츠 활동에서의 과학적 인체관리와 제 신체적 생리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신체조성을 위한 영양 
작용과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와 응용에 관한 연구와 학습을 한다. 

In this course, you study and learn nutritive functions, efficiency of nutrition supplies and 
application for promoting physical development as improving physiological capabilities and 
scientific body care in sports activities.

sps4015 축구과학과 실제 Soccer Science and  Practice

축구문화에 관한 지식습득과 기술적응 방법-규칙-자기관리와 자세-경기력과 활동-지도(코칭,리더) 스타일
과 방법-국제화-미디어 실제-문화적 인식-미래설계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수정-feedback에 관하여 지도
력을 함양한다.

Develop a ability of teaching  through analysis-evaluation-modification-feedback in learning 
science exercise knowledge about  soccer and analyzing method of adaptating skill, rule, self 
management and posture, ability of athletic performance and activity, guidence(coaching, 
leadership) style and guidence  method, internationalization, media practice, cultural awareness 
and future pla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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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연계전공

디자인공학 연계전공

커뮤니케이션관리 연계전공

문화기획 연계전공

문화학 연계전공

문화공학 연계전공

소비자학 연계전공

TESOL 연계전공

경제, 사회, 범죄학 연계전공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

다문화사회 연계전공  

식품영양학 연계전공  

창업학 연계전공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융합지식재산 연계전공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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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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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국제 경제 환경과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자

상거래 경제 및 인터넷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둘

째, 새로운 거래의 패러다임인 전자상거래에서 기업

의 경영, 마케팅, 품질전략의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비즈니스 지식을 배양하여, 가상기업을 경영할 수 있

는 전략과 이론을 갖춘 인터넷비즈니스 전문인을 양

성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인 면에서 웹 관

련 시스템디자인, 보안 및 인증, 전략정보시스템 등 

정보관리 지식을 배양하고, 회계적인 면에서 회계정

보시스템 지식을 겸비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

적인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자상거래 정보관리 전문

인을 양성한다. 넷째,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고, 경제, 경영, 정보관

리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인을 양성

한다. 본 과정은 재학생으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관련 

경제, 기술, 법제도, 인터넷 무역, 상거래프로세스 

및 정보관리 전반의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케 함으로

써 전자상거래 관련 경제, 무역, 인터넷비즈니스, 정

보관리 및 법률 전문인의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의 수가 증가하여 전자상거래는 지식 정보 기반의 새

로운 형식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전자상거래는 소

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경영혁신과 생존

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으며 우리경제

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터넷무역 및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기술적인 이론과 실무분야에 지속적인 학문

적 발전이 예상되며 그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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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법

규 관련 담당

2. 인터넷비즈니스 및 정보관리 전문인

   1)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2) 인터넷 접속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연계전공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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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인

   1) 민간기업과 정부의 전자상거래 법제도 담당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

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

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

여야 한다.

 교수 소개

정 창 근
전 공 분 야 무역실무
세부연구분야 국제물류, 인터넷무역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상학사
석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nsas State Univ.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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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SC2002 경제학개론 3 3 기초 1, 2 사회과학대학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INT2002 전자상거래입문 3 3 기초 1 국제통상학전공
INT2004 국제무역실무 3 3 기초 1 국제통상학전공
INT4004 인터넷무역 3 3 전문 2 국제통상학전공
INT4009 국제무역과 마케팅 3 3 전문 1 국제통상학전공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1 경제학과
INT2006 국제무역론 3 3 기초 2 국제통상학전공
ECO4014 정보경제학 3 3 전문 1 경제학과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1, 2 경영학부

MGT407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캡스톤디자인)

3 2 1 전문 1 경영학부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1 광고홍보학과
INT4008 국제운송과물류 3 3 전문 2 국제통상학전공
INT4012 국제협상의이론과 실제 3 3 전문 1 국제통상학전공
MIS4011 CRM 3 3 전문 2 경영학부
ACG2006 회계정보시스템 3 3 기초 2 경영학부
LAW4083 전자상거래법 3 3 전문 2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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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장

비가 날로 현대화 감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생산이 당

연시 되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이외

에도 색상, 외적미관, 감성(感性)을 고려한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건비는 제품에 

대한 제반 비용 중에서 평균적으로 10%정도를 차지

하는데 불과하지만, 설계에 관련된 비용은 제품의 가

격을 70% 이상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한층 더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설계’라는 단

어는 기계, 전자, 건축 분야 등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고, 설계의 영문 표현인 ‘디자인’은 산업디자인

에서처럼 미술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

이다. 이에 공학적인 설계와 미적인 면에서의 디자인

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접목되어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자인 공학 전공과정에서는 공학적인 의미의 설계

와 미술에서의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과정으

로서 구체적으로 조형예술분야, 발상추론분야, 인간

공학 및 기술공학 분야로 구성된다. 본 전공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제품, 제품과 환경, 제품 간의 설계상의 관련 문제들

에 대한 창의적인 조형능력과 합리적인 제조능력을 

겸비한 디자인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의 제품설계는 미적 외형과 인간의 감성을 고

려한 공학적인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

상된다. 미적 디자인과 공학이 결합해 매우 정밀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하이테크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

는 것이다. 그것을 디자인하는 동안 제품은 효과적인 

디자인 통합을 위하여 제품 엔지니어링 과정에 전달

되어야 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디자인과 기계

적 디자인의 통합은 의도한 디자인을 기술적으로 완

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다. 

미래의 제품 디자인 기술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 분야로서 산업화, 정보화된 다양한 

제품개발 환경 속에서 미적 외형뿐만 아니라, 실용산

업제품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

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디자인 전문업체, 공학 분야 연구소, 제품개발 관련

업체, 기업 내 제품개발 및 기획 관련 분야, CAD 분

야, 그래픽 디자인 분야, 대학원 진학 등.

디자인공학 연계전공
Desig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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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박 준 영
전 공 분 야 산업공학(CAD/CAM)
세부연구분야 제품개발, PSS(Product Service System), 3D 프린팅, Mass Customization, PLM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nnesota 산업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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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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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래의 2015년 변경된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는 모든 학번에 적용된다.

   단, 기존에 있었던 응용통계학1, 수리통계학1, 통계계산 및 그래픽 실습1,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3D그래픽 

입문 과목은 2015년도부터 디자인연계전공 교과목에서는 폐지되었지만 2014년 2학기까지 이수한 부분은 

기존 그대로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됨.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비고
ARD2010 표현기법 3 1 4 기초 　 　 1 건축학전공

필수
IDP2017 색채와 디자인 2 1 2 기초 　 　 1 미술학부
ARD2014 건축설계기초  A 3 1 4 기초 　 　 1 건축학전공

13
학점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2 2 기초 　 　 2 건축학전공
DBA2003 마케팅원론 3 3 　 기초 　 　 1,2 경영학부
ADV2002 크리에이티브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ADV2010 광고아이디어발상법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MEC2020
창의적공학설계 및 
실습

3 3 　 기초 　 　 1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MME2040 2D  그래픽 실습 2 1 2 기초 　 　 1 멀티미디어공학과
IDP2003 드로잉  2 2 1 2 기초 　 　 2 미술학부
IDP2002 드로잉  1 2 1 2 기초 　 　 1 미술학부
IDP2011 조형론 2 2 　 기초 　 　 1 미술학부
ISE2004 인간공학 3 3 　 기초 　 　 2 산업시스템공학과
ISE2009 CAD  및 실습 3 3 　 기초 　 　 1 산업시스템공학과
FIL2073 시각효과기초 3 　 3 기초 　 　 2 영화영상학과

ARD4036 건축과컴퓨터 3 2 2 전문 　 　 2 건축학전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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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비고
MGT4063 마케팅리서치 3 3 　 전문 　 　 1,2 경영학부

학점

MME4079 컴퓨터 그래픽스 3 3 　 전문 　 　 1 멀티미디어공학과
PAI4017 혼합매체I 2 　 3 전문 　 　 1 서양화전공
KOP4018 색체조형 2 　 3 전문 　 　 2 한국화전공
PAI4015 미디어연구 I 2 　 3 전문 　 　 1 서양화전공
ISE4013 감성 및 디자인공학 3 3 　 전문 　 　 1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05 첨단제조공학 3 3 　 전문 　 　 2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2 제품개발 3 3 　 전문 　 　 2 산업시스템공학과
FIL4013 시각효과워크숍 3 　 3 전문 　 　 1 영화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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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
계
전
공

 교육목표

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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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적 변화로 인하여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광

고 분야에서는 통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 분

야의 전문 영역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취하여 커

뮤니케이션매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

비자의 정보처리과정 및 설득이론을 실제 환경에 적

용함으로써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의 커뮤니

케이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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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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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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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홍보조사론
대 표 저 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매체속성과 광고효과에 관한연구

대 표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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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육과목에서 12학점, 전문교육과목에서 24학점,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비고
ADV2001 광고전략입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택 2

ADV2013 공공정보캠페인 3 3 기초 1 광고홍보학과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행동 3 3 기초 2 광고홍보학과
ADV2004 프로모션개론 3 3 기초 2 광고홍보학과
ADV2005 뉴미디어와 광고 3 3 기초 2 광고홍보학과
ADV2006 홍보학개론 3 3 기초 2 광고홍보학과
COS2001 신문방송학입문 3 3 기초 1 신문방송학전공

택 2

COS2007 매스컴문장연습 3 3 기초 1 신문방송학전공
COS2008 커뮤니케이션사 3 3 기초 1 신문방송학전공
COS2009 매스컴이론 3 3 기초 2 신문방송학전공

COS2015
디지털매체와 
커뮤니케이션

3 3 기초 2 신문방송학전공

ADV4016 조사방법론1 3 3 전문 1 광고홍보학과

택 4

ADV4015 P.R캠페인사례연구 3 3 전문 2 광고홍보학과
ADV4020 국제홍보론 3 3 전문 1 광고홍보학과

ADV4009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3 3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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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문방송학전공
COS4018 미디어산업론 3 3 전문 1 신문방송학전공
COS4002 인간 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1 신문방송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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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계
전
공

 교육목표 

1. 문화기획 연계전공의 최종 목표는 문화산업 및 문화정

책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창출을 리드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cultural planner)’의 양성에 있다.

2. ‘문화가치(cultural values)’를 철학적으로 근거짓

고, 체험적으로 지각하여, 타자에게 다양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소통능력을 구사하는 문화

철학적 실천가를 교육과정의 모상(母像)으로 한다.

3. ‘문화정보(cultural informations)’의 개념과 체계화

에 대한 능숙한 구사와 아울러 문화현상 전반에 대한 

철학적 근거 정립 및 창의적 기획이 가능한 기본적 

문화인식 및 문화표현의 능력들을 배양한다.

4. ‘문화정보’의 수집과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 

전반과 예술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감수성을 ‘문화

정보(cultural information)’로 결정화시켜 유통

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마인드를 지닌 문화경

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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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축제는 대부분 성황리에 개최되고, 거의 모든 국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 이와 동시에 시민적 문화욕구의 질적 수준이 

급격하게 제고되고 있다.

   - 한류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현대 문화

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기대 이상으로 급증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안목을 가진 유능한 문

화기획자는 태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3. 그러면서 문화기획 영역에 있어 전문적 세분화와 특

성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 기획, 홍

보, 영업, 생산 업무의 분화와 아울러 문화산업과 문

화정책 안에서의 아이템 분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기획능력은 

모든 문화적 실천의 기본 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1. 이 과정 이수 후 가장 권장할 만한 직업은 문화기획

자로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문화산업기획: 문화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

화수요에 기업적으로 대응

   2) 문화정책기획: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및 기타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요구에 부응

   3) 문화체험기획: 시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화향

수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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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분야를 

문화기획 연계전공
Cult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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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두로 한 문화가치체험에 대한 수요의 폭발은 이

제 양적인 국면을 지나 질적으로 고급화되는 단계

로 접어들고 있다.

3. 문화의 산업화 및 정치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문화

재정의 조달에 전문적 안목을 가진 ‘문화정책 전문

가’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전공 내규

1. 문화기획연계전공의 기본 이수요건은 전공과목 개

설 총괄표에 개설된 과목 중 총 36학점 (기초: 18학

점, 전문: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문 18학점은 문화홍보, 경영, 문화철학, 문화기

획실천 등 4분야에서 각기 3학점, 문화실천영역분

야에서 6학점을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강좌(멘토프로그램 및 주니어 세미나)에서 

취득한 1학점들은 수강자 의사에 따라 전문수강 

학점으로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조커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전문 수강 과목 중 2학점 강좌에 

유용하게 적용됨.) 

3. 기초 및 전문 교육과정에서의 세부취득기준은 전공과

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문화기획 연계전공의 졸업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신청자는 위의 1), 2). 3)항의 기본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개설 과목 가운데 ‘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습’

(기초. CTM2001), ‘문화가치의 체험과 창작’

(기초. CTM2002), ‘문화기획서작성’(전공. 

CTM4001)에서 수업중 작성한 문화기획서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출하고, 그 

해당과목 학점이 적어도 한 과목 이상에서 

B+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강좌 가운데 ‘문화정보경영개론’ (PHI2018), 

‘문화와 역사의 철학’(PHI4027), ‘문화가치의 

체험과 창작’(CTM2002) 및 ‘문화기획의 이론

과 실습’(CTM2001)은 필수적으로 수강하여 

B0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특히 ‘문화정보경영개론’(PH208)은 기말 소

논문을 제출하고 그 평점이 B+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이 조항은 2011년도 문화기획 연계

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4) 2)와 3)의 요건을 충족한 이는 그 요건에 해당

하는 문화기획서 및 소논문을 졸업논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졸업논문을 작성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는 

해당 강좌를 재수강하여 요건을 충족시키거

나 별도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기획서를 작성

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5. 학교 국제화 사업 및 국내 타학교 학점교류제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른다.

    1) 위의 제도에 해당하는 이는 사전에 소정의 신

청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주임교수에게 해

당 과목의 주교재 1부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

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정받도록 한다.

    2) 타교 및 외국에서의 학기가 종료된 후 수강 

과목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서 작성한 시험

지, 강의보고서, 리포트 등으로 이루어진 포

트폴리오의 원본과 아울러 그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만약 사전에 해당 강좌의 주교재

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는 사후 학

점 인정 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본인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에 한해  반환할 수 있다. 

    4) 위의 요건에 대한 보완 내지 경감은 신청자의 

소명에 따라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6. 국내외 인턴쉽 및 해외현장학습을 통해 취득한 학

점은 그 내용이 반드시 문화기획 및 문화정보경영

과 관련된 것이라야 하며, 해당 인턴쉽 주관처가 

교육 담당자를 배정하여 해당 수강자에게 일정한 

시간의 특정 교육과정을 운영했음을 증명했을 때 

본 연계과정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7. 본 연계전공에서 개설한 강좌와 유사한 강좌의 학

점은 위의 3)항의 자료들에 준하는 해당 강좌의 

성취물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하여 그 유사성과 성

취성 여부를 주임교수가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

8. 이와 같은 내규 조항들은 2011년도 문화기획 연계

전공 신청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되, 그 이전 신

청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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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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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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삼의 칸트철학과 유학 비교, 칸트연구 제24집, 2009
인성과 불성의 비교, 인도철학 제25집, 2008
<초순의 심성론과 중국근대기철학>, 동양철학 11집, 1999

Yeo, Jun Sang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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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a Scarcity Message on Product Judgments: Role of Cognitive Load and Meditating 
Proces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3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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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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구분 이수대상 주관학과 비고
CTM2005 문화정보경영개론 3 3 기초

1~2학년

문화기획연계전공

18학점

PHI4027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기초 철학과
CTM2002 문화가치의 체험과 창작 3 1 2 기초 문화기획연계전공
CTM2001 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습 3 2 1 기초 문화기획연계전공
DBA2003 마케팅원론 3 3 기초 경영학부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사회학전공

문화
홍보
분야

ADV2006 홍보학개론 3 3 전문

3~4학년

광고홍보학과
택1

18
학점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광고홍보학과
ADV2003 광고심리와 소비자 행동 3 3 전문 광고홍보학과

경영
분야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경영학부
택1

DBA2006 경영정보론 3 3 전문 경영학부

문화
철학
분야

PHI4013 예술철학 3 3 전문 철학과
택1PHI4046 법과 사회의 철학 3 2 1 전문 철학과

PHI2036 한국고대철학 3 3 전문 철학과

문화
실천
영역
분야

GEO2010 삶과 문화 3 3 전문 지리교육과

택2

COR2020 글로벌시대의대중문화 3 3 전문 교양(핵심교양)
KOP4001 동양미술사 3 3 전문 미술학부
ARD4031 한국건축사 3 3 전문 건축학전공
ARD4034 동양건축사 3 3 전문 건축학전공
ARD2019 서양건축사 3 3 전문 건축학전공
PHE2008 체육문화사 3 3 전문 체육교육과
PAI4001 미술비평론 3 3 전문 서양화전공
FIL4040 영상산업실습 3 1 2 전문 영화영상학과
IDP2014 한국미술사 2 2 전문 미술학부

문화
기획
실천

CTM4001 문화기획서 작성 3 1 2 전문 문화기획연계전공
1CTS4005 국내외 인턴쉽 3 3 전문 문화기획

CTS4006 해외현장학습 3 3 전문 문화기획

개방형 강좌
멘토 프로그램 1 1 전문 문화기획연계전공 임의

선택주니어 세미나 1 1 전문 문화기획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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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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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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하게 존재하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의 기획과 소

비는 창조적인 세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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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문화산업의 기획이나 생산분야, 국제적인 문화연

대나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문화활동가, 그리고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비평가나 문화생산가의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등에서 더 심오한 문화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문

화연구의 주도자들로 진출할 수 있다.

문화학 연계전공
Cultural Studies



774 2015 Course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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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의문학 텍스트와비평 영미문화연구 영어문화의세계

대 표 저 서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당대, 2005)
들뢰즈와 탈근대 문화연구 (당대, 2010)
자유로운 몸으로 영화를 철학하다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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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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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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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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개설학기 주관학과
CTS2001 문화연구와 문화유산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2 문화연구 방법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3 대중문화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4 문화상품과 소비문화 3 3 기초 1~2학년 2 문화학연계전공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3 기초 1~2학년 2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PHI4027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기초 1~2학년 2 철학과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1~2학년 2 사회학전공
COS4020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3 3 기초 1~2학년 2 신문방송학전공
KOR4065 서사문화론 3 3 기초 1~2학년 1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HIS4029 한국문화예술사 3 3 기초 1~2학년 2 사학과
CTE2007 디지털콘텐츠 제작 입문 3 3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S4001 문화연구와 창조적 상상력 3 3 전문 3~4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2 영상예술과 예술비평 3 3 전문 3~4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3 문화연구와 문화산업 3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연계전공
CTS4004 문화연구와 기호분석 3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연계전공
CTS4007 문화연구 논문 작성 3 1 2 전문 3~4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JAP4015 일본문화의이해 3 3 전문 3~4학년 1 일어일문학과
ENG4031 텍스트와 비평 3 3 전문 3~4학년 1 영어문학전공
ENG4040 영미문화 연구 3 3 전문 3~4학년 2 영어문학전공
CHI4023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3 3 전문 3~4학년 2 중어중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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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문화공학 연계전공은 ‘시놉시스’에서 ‘디지털시화(詩

畵)’ 등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문화 및 공학의 이론을 학제적으로 습득하며,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을 통해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된 문

화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수백 년 동안은 영화나 게임 

등의 디지털로 표현된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를 주도하

는 주요산업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이에 대비

하기 위해 선진 제국에서는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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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문화소재의 발굴 부재 및 

소재의 1차적인 가공능력 미비에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강점을 가진 동국대학교에서 문화의 1차

적인 디지털 콘텐츠 전환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성된 

인력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약점을 극복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 후 진로

1. 문화 소재의 발굴

   - 출판사, 영화사, 게임제작사, 웹콘텐츠 등 제작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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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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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김 정 호
전 공 분 야 애니메이션
세부연구분야 애니메이션 연출 및 제작, 게임 제작
학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de of the Art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학사(BFA)
석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de of the Art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학석사(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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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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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훈
전 공 분 야 컴퓨터공학
세부연구분야 컴퓨터그래픽스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수학과(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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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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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개설학기 주관학과
CTE2003 디지털음향편집 입문 3 1 2 기초 1~2학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4 그래픽 디자인 입문 3 1 2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5 문화산업과 역사자료 3 3 기초 1~2학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6 영상제작입문 3 1 2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7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3 3 기초 1~2학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KOR2033 문화연구입문 3 3 기초 1~2학년 2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PHI4027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기초 1~2학년 2 철학과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1~2학년 2 사회학전공
IDP2017 색채와 디자인 2 1 2 기초 1~2학년 1 미술학부
COS2013 방송제작입문 3 2 2 기초 1~2학년 1 신문방송학전공
CTS2001 문화연구와 문화유산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2 문화연구방법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3 대중문화론 3 3 기초 1~2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E4001 디지털영상편집 입문 3 1 2 전문 3~4학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6 웹콘텐츠 개발의 실제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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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CTS4001 문화연구와 창조적 상상력 3 3 전문 3~4학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4 문화연구와 기호분석 3 3 전문 3~4학년 2 문화학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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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소비자학은 소비자 복지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

을 위하여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전공이며 

국가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을 돕고 기업은 소

비자 서비스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소비

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 복지를 향상

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학 전공자는 소비자복지를 위한 행정업무, 소

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업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업무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지녀야 

하므로 조사연구에 관한 기초지식과 소비자 상담을 

위한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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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방

법 등의 내용을 공부하고 다양한 소비자 관련기구(기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국가공

인 소비자전문 상담사 자격 등을 취득하여 소비자관

련기관에 종사함으로써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소비자 주권시대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앞으로의 소비시장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증가, 환

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

착으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자 주권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시장형태와 특성도 바뀌고 복잡한 시장 환경에

서 소비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다양화와 거래구조의 복잡성으

로 인해 상품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역시 고객서비

스를 통한 시장의 다변화와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로 

인해 고객서비스를 통한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절실

하게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소비자 

행정업무를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소비자 

단체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종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

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과 소비자를 대변해주고 문

제를 해결해주는 전문 요원이 기업이나 정부기관, 일

반 시민단체에서도 필요하게 되므로 소비자학은 매우 

실용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 유망 직업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졸업 후 진로

소비자 담당 법조인 및 공무원, 소비자단체 및 시민운

동가, 기업 고객서비스 업무부서, 소비자 교육전문

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정책제안가 등으로 진출하

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들의 활동 범위 및 수요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학 연계전공
Consumer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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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문교육과목에서 18학

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

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

여야 한다.

 교수소개

최 창 렬
전공분야(Major) 민사법

세부연구분야(Research) 재산법
학사학위과정(Bachelor)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Master)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Doctor)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Subject)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대표저서(Books)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대표논문(Theses)
“종교분쟁과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계약준수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이 상 현
전공분야(Major) Marketing

세부연구분야(Research) Retailing, Services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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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논문(Theses)

Sanghyun Lee, Alan J. Dubinsky, and Juyoung Kim (2013), “Measuring mediating factors 
in the use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in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 
1285-1291.
Dubinsky, Alan, Jooyoung Kim, and Sanghyun Lee (2011), “Imparting Negative News to 
Salespeople,” Psychology & Marketing, 28 (8), 803-824.
Sanghyun Lee, Lucette B. Comer, Alan J. Dubinsky, and Kai Schafer (2011), “The Role of 
Emo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s and Automobile Salespeople,”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23 (2), 206-226.

김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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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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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개설학기 주관학과 이수방법
MGT4063 마케팅리서치 3 3 전문 1, 2 경영학부

택 1
DBA2015 경영통계 3 3 기초 1, 2 경영학부
LAW4051 소비자법 3 3 전문 1 법학과

택 1
PUB2002 행정학의 이해 3 3 기초 2 행정학전공
HOM2004 가계경제학 3 3 기초 1 가정교육과

필수
HOM2018 소비자의사결정 3 3 기초 2 가정교육과
HOM4053 소비자상담 3 3 전문 1 가정교육과

필수HOM4010 생활설계와직업 3 3 전문 2 가정교육과
HOM4055 소비자교육 3 3 전문 2 가정교육과
MGT4043 소비자행동론 3 3 전문 2 경영학부

택 5

LAW2003 민법총칙1 3 3 기초 1 법학과
LAW2004 민법총칙2 3 3 기초 2 법학과
LAW4064 채권법각론 3 3 전문 2 법학과
SOC4007 사회정책 3 1 2 전문 2 사회학전공
SOC4003 사회통계 3 1 2 전문 1 사회학전공
CSE2017

자료구조와 실습 3 2 2 기초
1, 2 컴퓨터공학전공

INC2027 1 정보통신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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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TESOL은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

한 영어교육”의 약어이다. TESOL 연계전공은 세계

어인 영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영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된 전공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인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어 통번역학, 영

어영문학, 교육학의 학문적 학제적 교육을 통해, 영

어에 대한 언어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영어 교사로서

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경쟁력 있는 영어 교사 배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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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활발한 접촉이 예상된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특정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국가의 영어사용자들

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다.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그 소통에 있다. 따라서 

국제어로서 그리고 소통의 언어로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영어 교육자 양성이 요구되어지고 있

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본 TESOL 연계전

공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TESOL 연게전공 과정의 졸업생들은 국내 각급 교육

기관의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

을 할 수 있다. 학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방송인, 문화원, 대사관, 

외국 은행, 국제 법률 사무소, 국내외 항공사, 통역 

및 번역, 은행, 국내 대기업-에서 전문인으로 활동 

가능하다.

 학과(전공) 내규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육

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

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전공 간 중복되는 과목은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TESOL 연계전공
T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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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박 명 관
전 공 분 야 형태론
세부연구분야 형태론, 통사론, 인지신경언어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박사
담 당 과 목 영어학 입문 실용영문법 영어형태론과 어원

대 표 논 문
영어관계구문 세부유형의 통사의미 접합면에서의 정치한 표상화 연구: 재구성 현상을 중심으로
On Postposition Pied Piping and Stranding in Subjectless Cleft Constructions of Korean
영어 비교구문에서의 이동과 생략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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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 2005)
들뢰즈와 탈근대 문화연구 (당대, 2010)
자유로운 몸으로 영화를 철학하다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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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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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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주관학과 개설학기 비고
EIT2002 영어학입문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13 실용영문법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14 시사영어강독1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18 English Essay Writing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22 시사영어강독2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23 영어청취1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24
Discussion&Presentation 
English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27 영어청취2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30 영어음성학과발음연습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34
Theories & 
Methodologies in TESOL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35 영어형태론과 어원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4020 시사영어글쓰기 3 3 전문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4042
Materials & Curricular 
Development in TESOL

3 3 전문 2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4035 고급영어글쓰기 3 3 전문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4049 해석학과번역 3 3 전문 1 영어통번역학전공 2
ENG2003 영어회화실습1 3 3 기초 1 영어문학전공 1
ENG2015 영어회화실습2 3 3 기초 2 영어문학전공 2
ENG2030 글로벌영작문 3 3 기초 1 영어문학전공 2
ENG2027 영문법과말하기연습 3 3 기초 1 영어문학전공 1
ENG4020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3 3 전문 2 영어문학전공 2
ENG4024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3 3 전문 2 영어문학전공 2
ENG4048 영어권문화와청취 3 3 전문 2 영어문학전공 2
EDU2002 교육철학 3 3 기초 1 교육학과 1
EDU2008 교육심리학 3 3 기초 2 교육학과 2
EDU4032 교육통계 3 3 전문 1 교육학과 1
EIT2002 영어학입문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13 실용영문법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14 시사영어강독1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18 English Essay Writing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22 시사영어강독2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23 영어청취1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24
Discussion&Presentation 
English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27 영어청취2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30 영어음성학과발음연습 3 3 기초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2034
Theories & 
Methodologies in TESOL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2035 영어형태론과 어원 3 3 기초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4020 시사영어글쓰기 3 3 전문 1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4042
Materials & Curricular 
Development in TESOL

3 3 전문 2 영어통번역학전공 1

EIT4035 고급영어글쓰기 3 3 전문 2 영어통번역학전공 2
EIT4049 해석학과번역 3 3 전문 1 영어통번역학전공 2
ENG2003 영어회화실습1 3 3 기초 1 영어문학전공 1
ENG2015 영어회화실습2 3 3 기초 2 영어문학전공 2
ENG2030 글로벌영작문 3 3 기초 1 영어문학전공 2
ENG2027 영문법과말하기연습 3 3 기초 1 영어문학전공 1
ENG4020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3 3 전문 2 영어문학전공 2
ENG4024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3 3 전문 2 영어문학전공 2
ENG4048 영어권문화와청취 3 3 전문 2 영어문학전공 2
EDU2002 교육철학 3 3 기초 1 교육학과 1
EDU2008 교육심리학 3 3 기초 2 교육학과 2
EDU4032 교육통계 3 3 전문 1 교육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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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점차 현대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경제활동범위가 늘어

나고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관련 실무지식과 전문적

인 기법을 활용한 신종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기, 신용카드이용범

죄, 주가조작, 부동산관련사기, 다단계판매 사기범

죄, 회사인수 및 합병사기 등의 다양한 경제관련 범죄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

여 경제, 사회, 범죄학 연계전공 과정에서는 수강생

들이 현대사회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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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대책마련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함양과 함께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사회학과 경제학 지식을 갖춘 범죄학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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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과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범죄학 이론들에 

관련되는 추상적인 논의들보다는 실제 발생하고 있

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과 함께 현실

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그

러므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

화되고 있는 경제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무대응능력을 갖춘 전

문가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

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경제범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들을 파악하

고 이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들을 마

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사회, 범죄학 

연계전공 과정의 이수자는 경찰간부시험이나 순경시

험을 준비하여 경찰에 입직한 후에 경제범죄를 전문

적으로 조사하는 수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사무직으로 진출하여 관련부서

에서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분야에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및 신용정보 

조사 회사나 민간조사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전문적

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범죄학 연계전공
Economics, Sociology,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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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

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

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

여야 한다. 

 교수 소개

곽 대 경
전 공 분 야 사회학 전공
세부연구분야 범죄학 전공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하와이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박사
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폭력범죄론 소년비행론 경찰인사행정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제2판), 청목출판사, 2010
청소년비행론(제3판), 청목출판사, 2013
범죄학연구방법론, 센게이지, 2009

대 표 논 문
국내·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ol.19 , 2009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9, 2010
선진 시큐리티 테크놀러지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ol.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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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논 문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Compatibility Competi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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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론 비판사회학 정보사회론 다문화사회실습

대 표 저 서
2007. 정보사회이론(조동기 역). 나남.
2008. 기로에 선 중산층(한국사회학회 공저). 인간사랑.
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대 표 논 문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009.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사회인구학적 상관요인에 대한 공간분석”. 한국인구학.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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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비고
POA2023 범죄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경찰행정학과
POA2026 범죄예방론 3 3 기초 학사1∼2년 2 경찰행정학과
SOC2010 한국사회론 3 3 기초 학사1∼2년 2 사회학전공
SOC2006 비판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1 사회학전공
SSC2002 경제학개론 3 3 대학전공기초 학사1∼2년 1, 2 사회과학대학
ECO2003 미시경제학 3 3 기초 학사1∼2년 1, 2 경제학과
POA4011 범죄심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찰행정학과
POA4012 피해자학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찰행정학과
POA4013 민간경비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찰행정학과
POA4023 소년비행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경찰행정학과
POA4029 신종범죄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찰행정학과
POA4031 범죄통계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찰행정학과
POA4033 산업보안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경찰행정학과
POA4024 국가정보학 3 3 전문 학사3∼4년 2 경찰행정학과
SOC2008 사회조사방법 3 1 2 기초 학사1∼2년 2 사회학전공
SOC4002 계급과불평등 3 3 전문 학사3∼4년 1 사회학전공
SOC4004 사회변동론 3 3 전문 학사3∼4년 1 사회학전공
SOC4007 사회정책 3 1 2 전문 학사3∼4년 2 사회학전공
ECO4009 산업조직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제학과
ECO4014 정보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제학과
ECO4020 금융경제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경제학과
ECO4006 국제금융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경제학과
DBA2014 회계원리 3 3 기초 학사1년 1, 2 경영학부
INT2002 전자상거래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1 국제통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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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본 연계전공은 국가 간은 물론 민간차원을 통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국제정

치, 국제통상,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경영 등의 전문

적 소양과 함께, 교류와 협력에 필수인 글로벌 언어 

(global language)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차적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

로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보다 나은 정치사회발전

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전문 활동가의 양성에

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력은 195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1961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구성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세계

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

들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기구

와 민간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은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나, GNP 대비 공적개발기금의 비율이 

0.05%에 불과하여, OECD 권고기준인 0.7%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상흔

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서, 

그 위상변화에 맞는 보다 폭 넓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류에 발 맞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육성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은 그에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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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공업

개발기구 (UNID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국제연합봉사단,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

회,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보건기구 (WHO), 아

프리카통일기구 (OAU), 국제연합대학교 (UNU), 아

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세계은행, 아시아개발

은행 (ADB),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부흥개발은

행 (IBRD), 국제금융연합회 (IIF) 등. 

NGO: 국제협력단(KOICA) 세계청년봉사단, 환경운

동연합, 경불련(사) 이웃을돕는사람들, 국제개발협

회, 국제농업개발원,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아동돕

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 

대륙복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적

십자사, 동북아평화연대, 룸비니 국제문화교류협회, 

월드비전  등.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Global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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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

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

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전공교과 최소 36학점 중 정치행정사

회복지분야에서 4과목 (12학점), 경제통상법분야 

2과목 (6학점), 외국어 분야에서 4과목 (12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6학점의 경

우 위 분야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전공과

목 개설 총괄표에 명시한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이

수할 수 있다. 

3. 외국어 (학문기초) 영역은 12학점 이상 취득하되,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과목 중 한 언어 관련 

학점이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학문기초의 언어관련 강좌는 외국어 영역의 학점

으로 인정한다. 또한 본교의 해당학과(영어영문

학부,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전공 교과를 

이수하였을 경우, 언어관련 학점으로 인정한다. 

2013년 1학기 이전에 취득한 타 언어의 학점은 영

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학점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 

4.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수강한 학점의 경우, 해당

국의 언어를 습득한 것으로 간주, 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외국어 (학문기초)영역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수 소개

김 준 석
전 공 분 야 정치이론
세부연구분야 정치이론, 미국정치, 정치학방법론, 정치경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정치토론 정치학연구방법론 의회정치 게임이론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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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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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주관학과 개설학기 비고
POL2014 국제정치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정치외교학전공 2

정치
행정
사회
복지
분야
(택 4)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1
POL4045 유럽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2
POL4033 외교정책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1
POL4046 국제정치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2
POL4063 게임이론과정치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2
POL4050 정치토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2
POL4060 현대한국정치실습 3 1 4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1
PUB4005 복지행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행정학전공 2
PUB2002 행정학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행정학전공 2
SOC2005 인구와가족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1
SOC2004 정치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1
INT2006 국제무역론 3 3 기초 학사1~2년 국제통상학전공 2

경제
통상법
분야
(택 2)

INT2005 국제통상론 3 3 기초 학사1~2년 국제통상학전공 2
INT4001 국제금융론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학전공 1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과 1
INT4012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학전공 1
INT4024 국제지역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학전공 2
LAW4080 국제법총론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1
LAW4016 국제협상법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1
LAW4082 국제법각론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2
LAW4044 국제거래법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2
LAW2034 법조영어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2
MGT4051 국제경영학 3 3 전문 학사3~4년 경영학부 1, 2
PRI5081 중국어(초급)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2

외국어
분야
(택 4)

PRI5082 중국어(중급)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2
PRI5083 일본어(초급)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2
PRI5084 일본어(중급)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2
PRI5091 스페인어(초급) 3 3 기초 학사1~2년 학문기초 1
PRI5092 스페인어(중급)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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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C3030 시사이슈와토론 3 3 기초 학사1~2년 일반교양 1, 2

교양
선택

EGC3032 사회복지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일반교양 1, 2
EGC3025 인권과사회 3 3 기초 학사1~2년 일반교양 1, 2
EGC3026 현대사회와법 3 3 기초 학사1~2년 핵심교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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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이 과정의 목표는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주의

에 관련된 쟁점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다문화주의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

춘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다문화주의는 

인종, 민족, 국가, 계급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를 벗어

나는 다양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다양한 요인들과 결부되어 있

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해외 거주 교민이나 탈북자

(새터민)의 유입으로 다문화주의는 한층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문화주의 

영역을 정치행정, 경제통상, 사회문화, 북한/통일, 

한국학/법제별로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함으로

써, 수강자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

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다문화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 미국사

회에서의 인권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초기에는 소위 문

화의 ‘용광로’를 추구하는 동화주의 관점이 지배하였으

나, 정체성의 기반이 다양화된 최근에는 다양한 고유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 관점이 확산되어 있

다. 과거에는 인종이나 민족, 국가, 성별, 계급 등이 

다문화의 토대가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취향, 성성

(sexuality), 신체, 직업 등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문화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화, 탈근

대주의, 정보화 등에 따른 다문화주의 현상은 이제 피

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와 교육을 통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양할 필요가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한국은 다문화주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기 때

문에, 다문화주의 관련 지식은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

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범죄예방, 이

민, 통일 등과 같이 사회통합이나 사회병리 예방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

다. 본 과정의 이수자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사회전문가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사회복지 기관, 이

주자 교육 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분야로 진출

할 수도 있고, 사회학, 사회복지학, 북한학, 여성학, 

행정학, 정치학 분야의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다문화

주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학과(전공) 내규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기초교육과목 및 전문교

육과목에서 각각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

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

여야 한다. 

3. 정치행정, 경제통상, 북한/통일, 한국학/법제 영

역은 각 6학점, 사회문화 영역은 12학점을 이수해

야 한다.

다문화사회 연계전공
Muli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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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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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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사회학 사이버공간론 정보사회론 다문화사회실습

대 표 저 서
2007. 정보사회이론』(조동기 역). 나남.
2008. 기로에 선 중산층』(한국사회학회 공저). 인간사랑.
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대 표 논 문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009.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사회인구학적 상관요인에 대한 공간분석”. 한국인구학.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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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석
전 공 분 야 정치이론
세부연구분야 정치이론, 미국정치, 정치학방법론, 정치경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정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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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다문화사회 연계전공

13

연
계
전
공

이 경 원
전 공 분 야 산업조직론
세부연구분야 산업조직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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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논 문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Compatibility Competi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곽 대 경
전 공 분 야 사회학 전공
세부연구분야 범죄학 전공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하와이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박사
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폭력범죄론 소년비행론 경찰인사행정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제2판), 청목출판사, 2010
청소년비행론(제2판), 청목출판사, 2009
범죄학연구방법론, 센게이지, 2009

대 표 논 문
국내·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ol.19 , 2009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9, 2010
선진 시큐리티 테크놀러지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ol.24, 2010

이 학 노
전 공 분 야 국제통상학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제, 국제통상, 경제통합, 통상규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담 당 과 목 통상규범론 국제지역경제론 한국경제와 통상 한국무역론
대 표 저 서 Organized Interests and Self-Regulation; An Economic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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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주관학과 개설학기 비고

POL2023
비교정치론
(캡스톤디자인)

3 3 기초 학사1~2년 정치외교학전공 2 정치행정

PUB2005 정책형성론 3 3 기초 학사1~2년 행정학전공 2 정치행정
PUB4023 공공서비스론 3 3 전문 학사3~4년 행정학전공 2 정치행정
PUB4026 공공정책과가버넌스 3 3 전문 학사3~4년 행정학전공 1 정치행정
POL4045 유럽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2 정치행정
POL4041 비교민주주의론 3 3 전문 학사3~4년 정치외교학전공 2 정치행정
ECO2004 거시경제학 3 3 기초 학사1~2년 경제학과 1,2 경제통상
INT2005 국제통상론 3 3 기초 학사1~2년 국제통상학전공 2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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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주관학과 개설학기 비고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과 1 경제통상
ECO4011 인적자본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제학과 2 경제통상
INT4010 환경,경제와 통상 3 3 전문 학사3~4년 국제통상학전공 1 경제통상
SOC2005 인구와가족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1 사회문화
SOC2006 비판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1 사회문화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사회학전공 2 사회문화
SOC4004 사회변동론 3 3 전문 학사3~4년 사회학전공 1 사회문화
COS4020 문화와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신문방송학전공 2 사회문화
SOC4013 고령화사회론 3 1 2 전문 학사3~4년 사회학전공 2 사회문화
SOC4015 다문화사회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사회학전공 2 사회문화
NOR2001 북한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북한학전공 1 북한통일
NOR2006 북한의사회와문화 3 3 기초 학사2~3년 북한학전공 2 북한통일

NOR4003
남북한교류협력과
사회통합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전공 1 북한통일

NOR4008 북한의언어와생활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전공 1 북한통일
NOR401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전공 2 북한통일
NOR4013 동북아정치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북한학전공 2 북한통일

KOR4079 국어음운과 표준발음 3 3 전문 학사3~4년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1 한국학/법제

LAW4080 국제법총론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1 한국학/법제
GEO2010 삶과문화 3 3 기초 학사2~3년 지리교육과 1 한국학/법제
PHI4027 문화와역사의철학 3 3 전문 학사3~4년 철학과 2 한국학/법제

HIS2010
동아시아역사사의
소통과교류

3 3 기초 학사2~3년 사학과 2 한국학/법제

GEO4019 세계화와지역문제 3 3 전문 학사3~4년 지리교육과 2 한국학/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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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식품영양학은 국민영양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대책개발을 위하여 식품과학, 

영양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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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에 대한 연구나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 식품의 올바른 

가공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전문인을 요하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식품영양관련 

학과에서는 대학원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하

여 학부에서는 여러 분야를 넓게 두루 접하고,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은 인류와 함께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당

뇨병, 고혈압 등 식이와 연관이 많은 질병에 대한 식

이요법이나 식품영양학에 관한 지식, 올바른 식습관 

모형 등을 지역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진로 및 취업분야

병원에서 영양상담과 급식관리를 책임지는 영양사와 

기업체,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등의 영양사로 진

출할 수 있으며, 미국 영양사 자격증(C.N.S.D.)을 취

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식품회사, 식품의약관련 산

업체, 식품·영양관련 연구기관, 병원 및 보건관련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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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육과목에서 18학

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

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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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수하여야 한다.

식품영양학 연계전공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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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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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가정 교과서(2012), 교문사 
식생활 관리, 신광출판사
식이요법, 고문사

대 표 논 문
성 성숙 속도가 다른 사춘기 아동의 성장 발달과 식행동 비교(2013)
중·고등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현황 및 영양정보에 관한 연구(2012)
One portion size of foods frequently consumed by Korean adults(2010)

홍 광 원
전 공 분 야 식품생화학
세부연구분야 식중독 위해요소의 분자진단, 효소와 균주의 분자육종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전공)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전공) 농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화학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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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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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화학 생유기화학 화학생물학 고급유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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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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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주관학과 개설학기 비고
BME2006 생화학 3 3 기초 학사1~2년 의생명공학과 2

HOM7015
BIO2010 생화학 3 3 기초 학사2년 생명과학과 1
PMY2014 생리학 3 3 기초 학사1년 약학과 2 HOM7085
HOM2002 기초영양학 3 3 기초 학사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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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3~4년 식품생명공학과 1 HOM7009
FOO2011 식품미생물학 3 3 기초 학사2년 식품생명공학과 2
FOO4003 식품가공학Ⅰ 3 3 전문 학사3~4년 식품생명공학과 1
FOO2002 식품재료학 3 3 기초 학사2년 식품생명공학과 1 COO6202
HOM2006 한국조리 2 1 2 기초 학사1~2년 가정교육과 1
HOM4004 외국조리 2 1 2 전문 학사3~4년 가정교육과 2
HOM2014 조리과학 3 3 기초 학사1~2년 가정교육과 2
FOO4019 식품위생학 3 3 전문 학사3~4년 식품생명공학과 2 HOM7040
HOM4052 영양사현장실습 3 2 전문 학사3~4년 가정교육과 계절
HOM4043 식생활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가정교육과 2
HOM4046 영양교육 3 3 전문 학사2~3년 가정교육과 1

영양화학(고급영양학) 3 3 전문 HOM7014
임상영양학 3 3 전문 HOM7055

지역사회영양학 3 3 전문 HOM7010
단체급식관리 3 3 전문 HOM7013
급식경영학 3 3 전문 학점교류로 가능

* 가정교육과 대학원 과목(학·석사 연계과목) 및 교육대학원 조리교육전공 대체가능

단, 평점이 3.5이상이며 5학기 이상의 학생에 한하여 담당교수의 확인 후 수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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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창업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바탕으로 

법, 경제, 경영, 공학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의 다학제적

인 지식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

야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계전공

에서는 창업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을 폭넓게 습득

하고, 창업과정 및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창업학은 경제학 및 경영학의 후발 영역으로 약 50년 

전에 태동하여, 국내에서는 창업학 분야가 생긴지 10

년이 넘지 않은 신생분야이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업대학원이 5곳 정도 만들어진 수준으

로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이 창업을 실행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훈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학이 경제학, 경영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목표는 다소 상이하다. 경영학은 관리

자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지만, 창업학은 CEO

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창업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영학이 대략 40%, 경제학이 30%, 

법학이 10%, 회계학이 10%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에는 아이폰, 3D 모니터 등과 같이 신기술이 비즈니

스를 주도하는 경제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강

조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초창기 연구들이 기업가정

신에 의한 창업에 주안점을 둔 것을 보더라도, 창업과 

기술혁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공학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계전공에서는 경영, 경제, 법, 회계, 공학이 공존하

는 전공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타 창업

대학원 및 전공과 차별화를 지니는 부분이 될 것이며,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핵심요인이 된다. 이

를 통해, 졸업생들은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술

성과 사업성을 갖춘 아이디어 발굴을 수행할 수 있고, 

법적인 환경과 회계적인 상황까지 꿰뚤어보는 시각

을 갖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스탠포드, 노스캐롤

라이나 등 유수의 대학에서 기술경영, 기술사업, 기

술창업학 등의 이름으로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단기적인 교육으로 창업 실무교

육 위주의 컨설팅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과정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목표 및 내용을 가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졸업 후 진로

대부분의 졸업생은 본 과정에서 습득한 다학제적 지

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현실화시

키는 창업을 통해 CEO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창업과 관련된 컨설팅 업체가 다수 설립되

어, 창업관련 컨설턴트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의 

신사업개발 및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부기

관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업학 연계전공
Interdisciplinary Study for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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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 내규

본 과정 전공자는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되, 다학제

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영학 및 공학에서 각각 6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경제학 및 법학에서는 각각 3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창업학 연계전공의 졸업논문은 기술전략과창업 과목

이나 창업론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수 소개

윤 병 운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기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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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승 우
전 공 분 야 마케팅
세부연구분야 Marketing Cross-Culture Consumer Behavior, Consumer Culture
학사학위과정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Korean Philosophy
석사학위과정 City University of New York Department Marketing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Department Marketing
담 당 과 목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Communication Consumer Behavior

대 표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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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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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주관학과 개설학기 비고
DBA2014 회계원리 3 3 기초 학사1-2년 경영학부 1, 2 경영학
DBA2001 경영학원론 3 3 기초 학사1-2년 경영학부 1, 2 경영학
CIV2002 창의적공학설계 3 3 기초 학사1-2년 건설환경공학과 2 공학
CSE2016 창의적공학설계 3 2 2 기초 학사1-2년 컴퓨터공학전공 1, 2 공학
INC2026 창의적공학설계 3 3 2 기초 학사1-2년 정보통신공학전공 1, 2 공학
ENE2001 창의적공학설계 3 2 2 기초 학사1-2년 전자전기공학부 1, 2 공학
ARC2013 창의적공학설계 3 3 기초 학사1-2년 건축공학전공 1 공학

MEC2020
창의적공학설계 및 
실습

3 3 기초 학사1-2년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 공학

ECO2007 미시경제원론 3 3 기초 학사1-2년 경제학과 1, 2 경제학
ECO2008 거시경제원론 3 3 기초 학사1-2년 경제학과 1, 2 경제학
INT2004 국제무역실무 3 3 기초 학사2-3년 국제통상학전공 1 경제학
INT2006 국제무역론 3 3 기초 학사2-3년 국제통상학전공 2 경제학
LAW2002 법학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법학과 1 법학
DBA2003 마케팅원론 3 3 기초 학사1-2년 경영학부 1, 2 경영학
MIS4048 e-비지니스 3 3 전문 학사3-4년 경영학부 1 경영학
ISE4030 기술전략과창업 3 3 전문 학사3-4년 산업시스템공학과 1 공학
ISE4011 프로젝트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산업시스템공학과 1 공학
LAW4038 산업재산권법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1 법학
LAW4046 세법 3 3 전문 학사3-4년 법학과 1 법학
MGT4052 창업론 3 3 전문 학사3-4년 경영학부 1, 2 경영학
ISE4023 기술경영 3 3 전문 학사3-4년 산업시스템공학과 2 공학
ISE4004 서비스사이언스입문 3 3 전문 학사3-4년 산업시스템공학과 1 공학
ISE4029 서비스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산업시스템공학과 2 공학
ISE4022 제품개발 3 3 전문 학사3-4년 산업시스템공학과 2 공학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학부3-4년 경영학부 1, 2 경영학
ECO4023 금융산업의 이해 3 3 전문 학부3-4년 경제학과 2 경제학
ECO4019 경제학강독 3 3 전문 학부3-4년 경제학과 1 경제학
INT4004 인터넷무역 3 3 전문 학부3-4년 국제통상학전공 2 경제학
LAW4052 저작권법 3 3 전문 학부3-4년 법학과 2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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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에서는 미래 IT 융합산업을 

이끌어갈 융합소프트웨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 소프트웨어 능력과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겸

비한 인재를 육성한다. 세부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유한 인재 양성이다.  

1. 소프트웨어의 기초와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복합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인 측

면에서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3. 국제적으로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문제 해결을 위

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 

 학과(전공) 소개

2014년 신설된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과정은 IT비

전공자들을 위한 융합교육과정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공학적 현실문제와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인재양성을 목적

으로한다. 현재 이 연계전공에서는 인문/사회/예술/

경영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70명이상의 재학생

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강의 전담 전임교수 2명과 컴

퓨터 공학 교수 그리고 관련된 산업체 기술자들이 참

여하고 있다. 또한 1개의 전용 실습실을 갖추고 있고 

모든 제공되는 교과목에 교육조교와 실습조교를 지정

하여 비전공자들에게 융합교육에 필요한 IT 전공지식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든 기술 분야로의 적용범

위가 점점 확대되며, 이제 IT는 인류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자리매김

을 하였다. 과거 컴퓨터에 국한하여 적용 활용되었던 

IT기술이 최근에는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 전 분야

로 확대되며,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재난, 복지, 안전 등 국가사회현안 문제를 해

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IT 기술은 계

속적인 융복합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모든 

사물(things)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제어하는 미

래 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IT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은 선진국

에 비해 발전 초기단계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질적인 수준이 

미흡하며 양적으로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계속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 특히 컴퓨

터 이외의 타 분야에서 IT 접목 소프트웨어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이수자 들은 융합소프트웨

어 신규 제품 및 비즈니스의 기획, 분석, 설계 및 개발

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융합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제반 지식과 개발 능력을 갖추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Software Convergence Interdisciplinary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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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IT 분야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정부 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IT, 

국방 IT, 자동차 IT, 에너지 IT, 의학 IT, 반도체, 디

스플레이 등 다양한 IT융합 분야를 다루는 산업체, 

공공 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므로 폭넓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및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취업   

∙ 국내 및 외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창업 및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학과(전공) 규정

1. 이수대상자

  가. 소프트웨어 관련학과(컴퓨터공학전공, 전자전

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

학과)를 제외한 모든학과의 2학기~6학기 재학

생이며 그 외의 학생은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

공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본 연계전공

을 이수할 수 있다.

  나. 본 연계전공 지원 전 타 학과 복수전공을 이수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사제도에 따라 제1복수

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이수조건

  가.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교

과과정 이수체계도에 따라 교양 선택교과목 중 

6학점 이상, 전공 선택교과목 중 6학점 이상, 

그리고 전공 필수교과목 24학점(8과목), 총 36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의 최소 취득 평균평

점은 연계전공 평점 3.2/4.5 이상, 전체 평점 

3.2/4.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타 학과 교과목의 전공인정가능학점은 전공인

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을 기준으로, 최

대 15 학점이다.

  라.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교과목에 기재된 

교과목 이외에도 연계전공 책임교수가 동일유

사여부를 판단하여 전공인정이 가능하다.

  마. 이수한 한 교과목이 두 전공에서 모두 전공과목

으로 지정된 경우는 하나의 전공에서만 이수학

점으로 인정된다.

 선발인원 및 학생지원사항

1. 선발인원 : 연 80명 이상을 2회에 걸쳐 선발(1월, 

7월)

2. 학생지원사항

  가.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교과과정 우수학생

에 대한 장학금 지급

  나. 융합소프트웨어 전공(Bachelor of Science in 

Software Convergence)으로 학위명 표기

  다.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교과과정 이수자 인

증서 발급(삼성전자인정 공동이수증)

  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교육 지원

  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통한 수상자 장학금 지원

  바. 학습수준을 고려한 인문계/자연계 분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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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계
전
공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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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조와 실습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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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ayeh Koohborfardhaghighi and Juntae Kim,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for distributed 
recommendation in a social network”, Applied Intelligence, Vol. 38, Issue 2, 2013
박성철, 김준태, “네트워크 포트스캔의 위험에 대한 정량화 방법”,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2012
Kyeonah Yu, Hyoungil Kim, Juntae Kim, “Reducing the Search Space for Path-finding in Navigation 
Meshes By Using Visibility Tests”,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 6, No. 6, 2011

두 일 철
전 공 분 야 문화콘텐츠
세부연구분야 문화기술, 융합교육
학사학위과정 서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상명대학교 정보처리학과 정보통신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 박사
담 당 과 목 IT융합소프트웨어 모바일 S/W

대 표 저 서
창의적 상상과 문화기술의 융합 미디어편, ICT미래기술편
E-learning 미디어콘텐츠 제작실습
UCC 제작을 위한 동영상 활용

대 표 논 문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Exhibition Culture Facilities by the Smart Device Technologies, 
IJSE, Vol.7, No.6. 237-248, 2013.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nvergence Telepresence System Using Smart Device , IJMU, Vol.9, 
No.1. 337-346, 2013. 
｢창조적 상상력으로 시작되는 기술의 발전｣, 인문콘텐츠학회, 2012.12, 27호

박 성 철
전 공 분 야 인공지능
세부연구분야 데이터 마이닝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보관리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프로그래밍언어 알고리즘 빅데이터

대 표 논 문

이대범, 김경섭, 이영수, 김하나한, 변동삼, 박성철, 전한성, 김준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자 판매량 
예측”,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 2014
박성철, 김준태, “네트워크 포트스캔의 위험에 대한 정량화 방법”,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 지, 제21권 
제4호, 2012
박성철, 김준태, “LBG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율 향상”, 한국지능정보
시스템학회 논문지, 제15권, 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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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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통신 입문 컴퓨터네트워킹

대 표 논 문

Jin-Yeong Um, Jong-Suk Ahn, and Kang-Woo Le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 Grouping Algorithm on IEEE 802.15.4 Networks with Hidden 
Nodes”,Journal of Commuications and Networks, Vol. 16, NO .1, FEBRUARY 2014
Bilal Khan and Jong-Suk Ahn, 
“Modeling the Effect of Interferences Among N Collocated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The 
5th WiOpt2014,ISBN 978-89-968650-0-1, MAY 2014
Yalda Edalat, Jong-Suk Ahn and Kaia Obraczak, 
“Network State Estimation Using Smart Experts”,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nd 
Ubiquitous Systems,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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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소프트웨어입문 주니어디자인프로젝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응용 컴퓨터시스템

대 표 논 문

Youn-Soon Shin, Kang-Woo Lee and Jong-Suk Ahn,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Differentiating 
IEEE 802.15.4 Networks to Support Health-Care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3 pp. 132-141, 2011
엄진영, 안종석, 이강우, “IEEE 802.15.4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은닉 노드 인식 그룹핑 알고리즘”, 한국통신
학회 논문지 Vol.36 No.8 pp. 702-711, 2011
Seung-Youn Lee, Youn-Soon Shin, Kang-Woo Lee, Jong-Suk Ahn, “Performance         Analysis 
of Extended Non-Overlapping Binary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over IEEE   802.15.4”, 
Telecommunication Systems, August 2013

이 정 훈
전 공 분 야 컴퓨터공학(인공지능, SW품질평가)
세부연구분야 데이터마이닝/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표준 연구(ISO/IEC 25000, ISO/IEC 9126, ISO/IEC 14598)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대 표 논 문

Jung-Hun Lee, Suh-Hyun Cheon, “Associated Word Extraction System for Search Query   
Expansion Based on HITS”, ICHIT 2011. CCIS/Springer Proceeding.
Jung-Hun Lee, Suh-Hyun Cheon, “Extracting and ranking relevant terms of personalized   search 
query”, ICHIT 2011. LNCS/Springer Proceeding.
Jung-Hun Lee, “Time Behaviour Evaluation of Software Products considering Service Types”,  
ICTC 2012. IEEE Communications Society Proceeding.

주 해 종
전 공 분 야 컴퓨터공학
세부연구분야 데이터엔지니어링, ICT융합기술, 뉴미디어품질평가
학사학위과정 명지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사 학위
석사학위과정 명지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석사 학위
박사학위과정 Cumberland University 컴퓨터교육학과 교육학박사 학위
담 당 과 목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학위

대 표 논 문

융합S/W프로젝트1
Quality analysis of real-time digital broadcasting images applying the QoE measurement 
technology, Journal of Real-Time Image processing, Springer, 2014.09
A study on the monitoring development for Quality Measurement of Internet Traf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lsevier,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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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계
전
공

 교육과정

교과목군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개설학기 주관학과 비고

교양 선택

DEV1005 비즈니스정보실무론 2 2 0 기초 1,2학년 1,2 일반교양
DEV1008 창의적문제해결과기획 2 2 0 기초 1,2학년 1,2 일반교양
DEV1042 기술창조와특허 3 3 0 기초 1,2학년 1,2 일반교양

미래사회와 S/W 2 1 1 기초 1학년 1,2 일반교양

전공 필수

SCS2004 프로그래밍언어(SCSC) 3 2 2 기초 1,2학년 1 융합소프트웨어
SCS2005 자료구조(SCSC) 3 2 2 기초 1,2학년 2 융합소프트웨어
SCS2006 IT융합소프트웨어 3 3 0 기초 1,2학년 1 융합소프트웨어
SCS4001 알고리즘(SCSC) 3 2 2 전문 3,4학년 1 융합소프트웨어
SCS4004 데이터베이스(SCSC) 3 2 2 전문 3,4학년 2 융합소프트웨어
SCS4008 컴퓨터시스템(SCSC) 3 3 0 전문 3,4학년 1 융합소프트웨어
SCS4010 융합S/W프로젝트1(SCSC) 3 2 2 전문 3,4학년 1 융합소프트웨어
SCS4011 융합S/W프로젝트2(SCSC) 3 2 2 전문 3,4학년 2 융합소프트웨어

전공 선택
SCS4012 클라우드컴퓨팅(SCSC) 3 2 2 전문 3,4학년 1 융합소프트웨어
SCS4007 빅데이터(SCSC) 3 2 2 전문 3,4학년 2 융합소프트웨어
SCS4009 모바일S/W(SCSC) 3 2 2 전문 3,4학년 2 융합소프트웨어

 진출분야/트랙별 이수체계



806 2015 Course Catalog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타 학과 교과목 명 융합소프트웨어 교과목 명 학점
학문기초 PRI4035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프로그래밍언어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프로그래밍언어 3
전자전기공학부 ENE2004 C언어 및 프로그래밍 도구 프로그래밍언어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4 기초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언어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7 자료구조와실습 자료구조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7 자료구조와실습 자료구조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42 멀티미디어자료구조 자료구조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4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알고리즘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29 컴퓨터알고리즘과 실습 알고리즘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데이터베이스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8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데이터베이스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7 데이터베이스체제 데이터베이스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9 운영체제 컴퓨터시스템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3 운영체제 컴퓨터시스템 3

공과대학 DES4011 창업 캡스톤 디자인 기술창조와 특허 3
일반교양 DEV0020 기업가정신과 청년기업가 비즈니스 정보실무론 2

■ 최대 인정 학점 : (15) 학점

 교과목 해설

SCS2004 프로그래밍언어(SCSC) Programming Language

본 교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 
요소, 발전 과정, 설계원리 등을 학습한다. 사람과 프로그램의 관계, 프로그램과 컴퓨터간의 관계에 대해 학
습하고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머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SCS2005 자료구조(SCSC) Data Structure

컴퓨터에 표현되는 자료에 대한 기억장치에서의 표현, 분석 및 저장방법, 검색방법 등을 학습한다. 기본적인 
자료의 개념과 자료를 조직화하기 위한 선형구조, 비선형구조, 정렬, Hashing, 검색, 파일 구조 기법 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SCS2006 IT융합소프트웨어 IT Convergence Software

본 교과목은 융합 학문적 관점에서 IT기술을 분석하고 최신의 사례를 들어 기술을 해석함으로써 하루가 다르
게 발전하는 기술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편의, 가치위주의 이용자중심 패러다임은 변하
지 않음을 비주얼하게 전개해 나가고자한다. 특히, 스마트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미디
어(TV, 라디오, 잡지, 신문 등)를 대상으로 한 전략설정과 기획을 현되/재의 N-Screen기반의 다채로운 전략
기획설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 분석력을 습득하게 한다.

DEV1005 비즈니스정보실무론 Practice of Business Information

기업의 경영환경과 예산, 인적‧물적 자원 등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능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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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1008 창의적문제해결과 기획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Planning

이 강좌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현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활용
하여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역량을 증진하고자 한다.

DEV1042 기술창조와 특허 Technology Invention and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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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와 S/W  Software in Future Society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현실세계에 직면한 컴퓨팅 시스템의 영향력을 인식하
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은 수강생들이 알고리즘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추상화,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캡슐화, 자원 관리, 보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웹 개발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C, PHP, 자바 스크립트, SQL, CSS 및 HTML 등의 다양한 언어를 소개하고, 생물
학, 암호화, 금융, 법의학, 게임 등의 실제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를 배운다.

SCS4001 알고리즘(SCSC) Algorithms

컴퓨터의 고급 자료이론 및 특수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계, 개발 및 분석한다. 알고리즘 설계의 기본적 기법은 
Divide & Conquer 방법, Greedy 방법, 동적프로그래밍 방법, 유전자 알고리즘, P & NP 문제 등을 소개하
고, 여러 컴퓨터 응용분야에서의 사례연구를 살펴본다. 또한 각 알고리즘의 시간 및 공간 복잡도를 분석한다.

SCS4004 데이터베이스(SCSC) Database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비롯해서 DBMS의 
기본구조, 개체모델링 방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념, 스키마 작성법, 정규화 등에 관한 것을 습득하여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상용 시스템의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SCS4008 컴퓨터시스템(SCSC) Computer Systems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시스템 운영체제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인 컴퓨터 H/W에서부터 임베디드 시
스템의 H/W까지, 다양한 컴퓨터 자원들을 설명하며, 각 장치에 적합한 운영체제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각각의 자원을 운영체제가 운영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컴퓨터 시스템 환경을 이해
하도록 도와주며,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SCS4010 융합S/W프로젝트1(SCSC) Software Convergence Project 1

소프트웨어연계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로 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설계
요구사항들 및 설계제한요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Web & Mobile 시스템을 고안해 보는 종합설계과목으로, 
졸업 후 현장에서 주어질 수 있는 문제를 팀원간 협업을 통해 그리고 공학설계이론에 입각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S/W프로젝트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SCS4011 융합S/W프로젝트2(SCSC) Software Convergence Project 2

융합S/W프로젝트1(SCSC)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융합S/W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설계 결
과를 팀 구성 및 멘토 배정을 통한 Web & Mobile 시스템을 고안해 보는 종합설계과목으로, 졸업 후 현장에서 
주어질 수 있는 문제를 팀원간 협업을 통해 그리고 공학설계이론에 입각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
합S/W프로젝트 구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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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4012 클라우드컴퓨팅(SCSC) Cloud Computing

클라우드(cloud)로 표현되는 인터넷상의 서버에서 데이터 저장과 처리,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컴퓨팅 기술의 플랫폼 설계와 시스템 구현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
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와 요소기술,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가상화 기술
적용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방안을 이해하고, 실습 능력 배양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설계와 
구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SCS4007 빅데이터(SCSC) Big Data

빅데이터의 개념, 수집, 통합, 및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벡터와 행렬, 
기초 통계 및 확률, 그리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에 대해 강의한다. 기초적인 학습이 끝난 뒤에는 빅데이터의 
예제를 통하여 숨겨진 관계, 패턴, 규칙 등을 발견하는 과정과 빅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SCS4009 모바일S/W(SCSC) Mobile Software

모바일S/W 개발자에게 필요한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논리적 창의적 사고에 기반
을 둔 기획력 향상 교육과 모바일S/W 개발 방법론을 습득한다. 또한 Content & Service 기획서 작성에 필요
한 방법론에 입각한 실습 중심의 기획서 작성 훈련을 바탕으로 모바일S/W 기획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
해하고 기획서 작성 Project를 수행해 봄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획서로 표현하고 이를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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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및 인재상

IP 전공기술, 기술경영, 인문/문화/예술 등의 다학제

간 융합,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산업 현장의 실무전

문가를 통한 대학-현장간 융합을 통해서 IP 기술과 

융합 기획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전공지식을 습득

함으로써 융합적 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

로 함.

∙ IP, 이·공학을 전공한 전문 특허 엔지니어 등 IP 

기초관련 지식 및 습득 

∙ IP 필수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IP 인재 육성

∙ 창의적인 IP 아이디어 기획 및 융합 능력이 출중한 

지식재산 리더 인력 양성

 학과(전공) 소개

∙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SanHose)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지식

재산권 분쟁은 이듬해 세계 9개국13곳의 법원으로 

확대, 본격화됨에 따라 특허는 물론 외관 디자인이

나 사용자 환경, 아이콘의 모양 등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

을 국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이와 같이 과거에는 연구개발에 따른 부산물 또는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자산 정도

로 인식되었던 지식재산이 이제는 비즈니스를 위

한 필수조건이면서도 라이선스, 매각, 소송, 벤처

투자 등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

고 있음에도 ’10년도 이후 국내 특허, 상표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13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430,164건으로 ’12년 396,379건에 비해 

8.5% 증가하였으며, 특허의 경우전년 대비 8.6% 증

가하여 204,589건이 출원되어 20만건을 넘어서는 

등 산업재산권 및 특허출원건수는 모두 세계 4위 수

준을 유지하였다.(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어두운 경제 전망

에도 기업들이 연구개발(R&D)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해 새 기술과 브랜드를 앞서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 됨.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및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

위 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12년도 GDP 및 R&D 

투자 대비 한국인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로 양적

인 특허생산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

위 한국, 2위 일본, 3위 중국, 4위 독일, 5위 스위스)

∙ 이러한 우리나라의 질적 양적인 지식재산의 발전에 

비해 이를 관리하고 보호할 전문 인력 양성은 미미

한 수준 임

 - 2013현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한 지식

재산선도대학은 동국대 포함 9개교에 불과함

융합지식재산 연계전공
Intellectual Property(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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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분야

다학제간 융합, 대학-공공기관 간 융합을 통해 습득

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 한정된 인재보다는 미래 IP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은 진로를 다양화 할 수 있음. 

∙ 한국발명진흥회 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취업

∙ 국내 및 외국기업의 지식재산(IP)전담 부서 취업

(예: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약 1,200명 ,삼성전자 

IP담당 인력 700명외 기타 대기업 전공자 관련직 

취업)

∙ 국내 및 외국에서 IP 관련 기업 창업 및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학과(전공) 내규

1. 이수 대상자 

  ∙ IP 전공자 대상은 공과대학의 2학기(1-2학기) 또

는 3학기(2-1학기) 또는 4학기(2-2학기) 재학생 

  ∙ 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과정 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재학생  

2. 이수 요건 

  ∙ 기초·전공 지정 과목 12과목, 36학점이수  

  ∙ 졸업 時까지 지식재산 교육과정 교과목을 최종 

이수하고, 全학년 평점 3.0/4.5 이상 취득

 교수 소개

임 중 연
전 공 분 야 설계 & 재료
세부연구분야 설계 & 재료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기계공학과(전공)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기계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술창조와특허 특허정보와분석 지식재산과출원전략

대 표 저 서
2005. 08 / Energy and Environment / 녹문당
2002. 03 / 공학경제 / 교우사
1998. 02 / Manufacturing engineering / 반도출판사

대 표 논 문

“Effect of Silane Treatment on Mechanical Properties of Basalt Fiber/Polylactic Acid Ecofriendly 
Composites”, Polymer-Plastics Technology and Engineering, Vol.52, No.2013.1, pp97~100 
“A Study on the Effect of Plasma Treatment for Waste Wood Biocomposites”, 
Journal of Nanomaterials, Vol.1, No.2013.7, pp1~6
“플라즈마 코팅 장치 및 방법” 국내 특허 10-2011-0050883

오 승 택
전 공 분 야 지적재산권
세부연구분야 지적재산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산업재산권법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술창조와특허
대 표 저 서  특허법
대 표 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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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계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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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조와특허

대 표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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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SLM OFDM with low complexity for PAPR reduction ,”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12, no. 2, pp. 93-96, Febr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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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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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발 기업가정신과청년기업가 기업가정신과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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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 준
전 공 분 야 나노/마이크로 미케닉스
세부연구분야 나노/마이크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술창조와특허

대 표 논 문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the traction-separation responses at the interface between 
PVDF binder and graphite in the electrode of Li-ion batterie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161, No.9, 2014, A1218-A1223.
“Controlling the number of graphene sheets exfoliated from graphite by designed normal loading 
and frictional motion”,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116, 2014, 024313.
“The switching of rotaxane-based motors”, Nanotechnology, Vol.22, 2011, 2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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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예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주관학과 개설학기
DEV0020 기업가 정신과 청년기업가 2 2 기초 1~2학년 일반교양 1, 2
DEV1030 기업가 정신과 창업 2 2 기초 1~2학년 일반교양 1
MGT4052 창업론 3 3 전문 3~4학년 경영학부 1
ISE4022 제품개발 3 3 전문 3~4학년 산업시스템공학과 2
ISE4023 기술경영 3 3 전문 3~4학년 산업시스템공학과 2
LAW4052 저작권법 3 3 전문 3~4학년 법학과 2
DEV1042 기술 창조와 특허 3 3 전문 3~4학년 일반교양 1, 2
ISE4030 기술전략과창업 3 3 전문 3~4학년 산업시스템공학과 1
LAW4038 산업재산권법 3 3 전문 3~4학년 법학과 1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3~4학년 경영학부 1, 2
LAW2032 과학기술법 3 3 전문 3~4학년 법학과 2
MIS4038 지식경영 3 3 전문 3~4학년 경영학부 1

■ 상기 교육과정은 2015학년도 1학기 중 확정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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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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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관련 이수안내

구분 사범계 학생 비사범계 학생

이수자격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 자격을 자동적으
로 취득함

교직개설학과의 4학기(2학년 2학기) 재학생 중에서 소정
의 기간에 선발된 학생에 한함.

이수요건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
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과목,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
③ 전공 최저이수 학점 및 전문과정 50%이상 이수
④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
  - 전공과목 : 평점평균 75점 (2.31) 이상
  - 교직과목 : 평점평균 80점 (2.75) 이상
⑤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
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과목,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
③ 전공 최저이수 학점 및 전문과정 50%이상 이수
④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
  - 전공과목 : 평점평균 75점 (2.31) 이상
  - 교직과목 : 평점평균 80점 (2.75) 이상
⑤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복수전공자 포함)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⑥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주의사항
① 학위졸업요건 +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교직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각각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① 학위졸업요건 +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위 교직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는 없음

③ 교직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각각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자격증 중등학교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1호) 중등학교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5호)

 비사범계 교직이수예정자 이수요건

구분 주전공 교직이수

신청 및 
선발요건

① 매년 2학기에 4학기(2학년 2학기) 재학생(휴학생 제외)
②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
③ 3학기(2학년 1학기)까지의 평점평균 80% + 집필고사 10% + 면접고사 10% 반영을 통한 대상자 선발
④ 교직승인인원: 교직 설치학과(다음 페이지 표 참조) 입학정원의 5~10%내에서 선발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후 전과 시 자격 박탈
  - 졸업 시 전공변경의 경우 자격 박탈(예: 물리·반도체학과학부 교직이수 후 반도체과학전공으로 졸업, 교직 탈락 )

이수요건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
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
③ 교직이수요건 + 주전공 학위졸업요건(전공 전문 50% 이상 이수) 모두 충족
④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
  - 전공과목 : 평점평균 75점 (2.31) 이상
  - 교직과목 : 평점평균 80점 (2.75) 이상

자격증
및 진로

주전공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정교사(｢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 5호)

임용고사
응시자격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

교직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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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복수전공 이수요건

구분 교직복수전공

이수자격

주전공 교직이수예정자로 교직복수전공여석에 선발된 자(매 학기 복수전공신청기간에 신청)
* 사범대학으로의 교직복수선발가능인원 : 입학정원의 100%
*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설치학과로의 교직복수선발가능인원 : 교직승인인원의 2배
* 선발 기준은 학번별 TO에 근거하여 선발

이수요건

① 교직필수과목(교직이론영역,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
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논리및논술과목,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포함) 이수
③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전문50% 이상) 이수(※ ③항의 기준은 교직기준)
④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
  - 전공과목 : 평점평균 75점 (2.31) 이상
  - 교직과목 : 평점평균 80점 (2.75) 이상
⑤ 주전공의 학위취득요건 및 교직이수요건과 복수전공의 학위취득요건 및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격증
및 진로

① 주전공 교원자격증 외 별도의 교원자격증 취득
② 2개 과목 교직 진출 가능

임용고사
응시자격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

특이사항

①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
득할 수 없음.

②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③ 교육실습은 7학기(4학년 1학기) 이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을 받아야 함.

(※ 반드시 실습 전 주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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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범

계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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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이과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법과 법학과

사회과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바이오시스템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예술
영화영상학과
미술학부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연극학부 연극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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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현황

■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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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
선택이수

직필
(교직소양)

ERC0013
ERC0014
ERC0017

교직실무
특수교육학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
2
2

2
2
2

직필
(교육실습)

ERC0008
ERC0010
ERC0015
ERC0016

교육실습*
산업체현장실습**
교육봉사1***
교육봉사2***

2
0
1
1

4주
4주

30~32시간
30~32시간

*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미이수 시 신청 불가

** 전자전기공학, 화공생물학과에 해당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32시간 시행

전공
-
-
-

(전공별)교과교육론*
(전공별)교재연구및지도법**
(전공별)논리및논술***

3
3
3

3
3
3

*  3학년 1학기 이수
** 3학년 2학기 이수
*** 비사범대는 교직논리및논술 이수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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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수시 신청 불가

**전자전기공학, 화공생물학과에 해당

전공
-
-
-

(전공별)교과교육론*
(전공별)교재연구및지도법**
(전공별)논리및논술***

3
3
3

3
3
3

*  3학년 1학기 이수
** 3학년 2학기 이수
*** 비사범대는 교직논리및논술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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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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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4078
MAE4045
ERC1040
ERC1041
ERC1042
ERC1043
ERC1044
ERC1045
ERC1046
ERC1038
ERC1048
ERC1049
ERC1047
ERC1032
ERC1033

종교교육론
철학교육론
국어교육론
영어교육론
일본어교육론
역사교육론
지리교육론
교육학교육론
가정교육론
체육과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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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철학
국어교육, 국어국문
영어문학, 영어·통번역
일어일문
역사교육, 사학
지리교육
교육학
가정교육
체육교육
수학교육,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법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행정학
국제통상학, 경영학
바이오환경과학, 식품생명공학, 식품산업관리학
생명과학
전자전기공학, 화공생물공학
중어중문학
연극, 영화영상
미술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공통사회연계전공(역교,지교,사학,법,정외,경제,행정)
공통과학연계전공(화학, 생물, 물리)

※ 비사범대의 경우 상기과목이 교직영역에 개설되나 전공으로 인정(상기과목이 교직영역으로 인정될 경우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방문하여 

전공으로 이수구분 정정 요망)

 학과별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개설시기: 매학년도 2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전공

ERC2034
ERC2035
KLE4046
ERC2036
ERC2038
HIE4021
MAE4046
ERC2040
ERC2041
EDU4030
GEO4052
HDM4048
PHE4068
ERC2042
ERC2043
ERC2044
ERC2045
ERC2046
ERC2047
ERC2048
ERC2049
ERC2050
ERC2051
ERC2052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역사교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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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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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대상

전체 학과 학생

 자격종별

평생교육사 2급

 이수방법

1. 이수 희망자는 2학년부터 매 학기 첫째 주(3월 및 

9월 첫째 주)동안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서 평생

교육사과정을 신청한다.

2. 평생교육 필수 5과목과 선택 5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이상을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80점(B0) 이상이어야 한다.

3. 평생교육실습은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평생

교육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기에 4주간 실시

한다. 실습 신청 전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

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자격증 신청 및 배부

1. 졸업 예정 학기 말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

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자

격증 신청서는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작성한다.

2.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한다.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발급되면 사범대학 학사운

영실에서 배부한다.

 평생교육사 교육과정표

구분 교육부지정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동국대학교 개설 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과 비고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

평필
평필
평필
평필
평필

LED0011
EDU4025
LED0007
LED0012
LED0006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3
3
3
3
3

3
3
3
3
-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실습기관

선택
(실천
영역)

특수교육론
특수교육론
특수교육론
아동교육론

전공
전공
전공
전공

EDU4020
EDU4028
EDU4027
HOM2022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아동발달심리

3
3
3
3

3
3
3
3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총 5과목 
이상 이수)선택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인적자원개발론
상담심리학
원격교육론
교육조사방법론
교육조사방법론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EDU2010
EDU4003
EDU4026
EDU4012
EDU4018
EDU4005
EDU4032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인적자원개발론
상담심리학
원격교육론
교육연구법
교육통계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평생교육사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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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칙 시행세칙

학사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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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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교육목표) ①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

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

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2011.8.10 개정)

   ②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본교의 교육목

표는 다음 각 호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다.(2011.8.10 신설, 2014.5.14. 개정)

1. 도덕적 지도자(Ethical Leader)

2. 창조적 지식인(Creative Thinker)

3. 진취적 도전자(Young Challenger)

제3조(용어의 정의)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

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학·석사통합과정”이라 함

은 석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

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

며,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과 석·박

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2012.9.7 개정)

제 2 장  편  제

제4조(대학 및 학부) ① 본교에는 불교대학, 문과대

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

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예술

대학, 약학대학, 다르마칼리지, 불교문화대학, 인

문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

계열, 사범교육대학,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파라

미타칼리지를 둔다.(2006.12.18, 2007.7.4, 

2008.9.1, 2010.10.25., 2013.5.9., 2013.9.12., 

2014.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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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8.10, 2012.2.13, 

2012.4.2, 2012.9.7, 2013.2.7., 2013.5.9., 

2013.9.12., 2014.5.14, 2014.10.16. 개정)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

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전

공)를 둘 수 있다. 계약학과(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조(대학원) ①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인 영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

원,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

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

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찰사법대학원, 불교

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을 둔

다.(2006.6.1, 2006.12.18, 2007.7.4, 2008.11.14, 

2009.1.15, 2010.10.25, 2012.2.13. 개정)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

과정을 두고,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

정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

며, 각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편성

과 입학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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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2, 2010.5.20, 2010.10.25, 

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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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3, 2012.4.2, 2012.5.17, 2012.9.7, 

2013.2.7, 2013.2.28, 2013.5.9, 2013.9.12, 

2014.2.5., 2014.5.14, 2014.10.16. 개정)

③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

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

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학·연·산, 학·연, 또

는 학·산간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연·산협

동과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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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1<2014.2.5 삭제>

제5조의2(다르마칼리지) 본교의 다르마칼리지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4.2.5 신설)

제5조의3(파라미타칼리지) 본교의 파라미타칼리지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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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11조(의료원) 본교에 의료원을 두고, 이에 관한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

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

다.

②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운영규

정으로 정한다. (2008.11.14 신설, 2013.5.9 개정)

제13조(교직원) ① 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

수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조교를 두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② 제1항의 교원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

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 등

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원은 대학(원), 학부(전공), 학과 또는 부속교

육기관, 연구기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007.7.4., 2010.10.25, 2014.2.5. 개정)

④ 본교의 각 대학원, 대학, 부속교육기관, 사무조

직,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에는 각각 대학원장, 학

장,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년도

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매주 9시간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 담당 등의 개인 사정

이나 학과 형편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이

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사 일반

제15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

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

기로 나눈다.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

상으로 한다.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

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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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기)으로 한다. 다만, 한의예과, 의예과는 2년(4

학기)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4학

기), 학·석사통합과정은 6년(12학기), 석·박사통

합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2012.9.7.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석

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 학·석사통합과

정은 학사과정 4년과 석사과정 4년을 합산하여 8

년(16학기)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통합과정에서 

제52조 제2항의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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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학사과정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2012.9.7.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 6개월

3. 학·석사통합과정 : 1년 6개월

4. 석·박사통합과정 : 1년

제19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12

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한의예과는 4년(8학기), 

의예과는 3년(6학기), 한의학과, 의학과는 8년(16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 

등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4.2.5. 개정)

②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 이수 후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의학과, 의학과는 잔여 수업연한 이수 후 8학기

를 초과할 수 없다. (2014.5.14. 개정)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대학원의 재학연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 (2012.9.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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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

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약학과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012.9.7. 개정)

②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본교의 전임교원은 본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

가를 얻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 2002학년도이후 교육대학원에 신·증설된 전공

에는 현직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표시과목

이 없는 전공)의 경우는 현직교직원이 아닌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⑥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 제

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국내 산업

체나 연구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지원시 본교와 학·연·산협

동과정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정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비재직자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

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

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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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하여

야 한다.

제24조(합격취소 및 입학취소) ① 합격 또는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

생의 학적 상태(합격, 입학 허가, 재학, 휴학, 제

적, 졸업)와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2013.2.7. 개정)

   1. 본칙 제21조에 규정된 입학자격 또는 모집요강

의 전형별 지원 자격에 미달함이 사후 확인된 

경우

   2. 모집요강에 명시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학사정에 사용한 일체서류에 결함이 있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4.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입시부정행

위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지 않은 경우

② 심의절차, 사후처리 등 합격취소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2.7 신설)

제25조(정원외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학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823학 칙

있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

로 학사과정,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2013.9.12. 신설)

④ 정원외 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

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라야 한다.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정원외로 당

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제3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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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

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

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⑥ 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06.12.18. 신설)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⑦ 특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학·군 교류협정에 의한 

국방대학교 수료자 포함)

   ⑧ 타 대학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⑨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및 석사과정으

로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2012.9.7. 신설)

⑩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

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

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단,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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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

기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며, 학사학

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여 석사과정에 진입한 경우

와 의학전문대학원 제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

이 있을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2.9.7. 신설)

⑦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등록

제28조(등록) ①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

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② 학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사과정은 8학기, 일반·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12

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전문

대학원 석사과정은 8학기(학·석사통합과정의 학

사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2012.9.7. 개정)

③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을 수료한 자는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하고, 연구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시험

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

다.(2010.10.25 개정)

제29조(등록금) ①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총

장이 정하여 공시하며, 세부 사항은 등록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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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3.2.28. 개정)

② <2013.2.28. 삭제>

③ <2013.2.28. 삭제>

④ <2013.2.28. 삭제>

⑤ <2013.2.28 삭제>

제30조(등록금의 반환) ① <2013.2.28. 삭제>

② <2013.2.28. 삭제>

③ <2013.2.28 삭제>

제 6 장 교과와 이수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

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표는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

장이 정한다.

제3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

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전공)별 이수

기준 등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

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과

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인증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2007.12.11 신설, 2013.2.28 개정)

   1. 학과(부)에서는 일반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

내외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

여 인증을 받는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일반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

의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다.

   3. 인증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교수와 학생이 함께 관심분야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공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개방형강좌’를 운영 할 수 있

다.(2007.12.11 신설) 

제3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는 그 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②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부여기준)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

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

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총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이상의 수

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이내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21학점 

이내,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상인 대학은 24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등의 경우에는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일반대학

원 학생은 매 학기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

다.(2006.12.18. 개정)

② 전문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계절수

업 등으로 학기당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2007.12.11, 2008.5.23, 

2012.9.7, 2013.2.28. 개정)

1. 영상대학원 : 최대 12학점

2. 경영전문대학원 : 최대 13학점

③ 특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점

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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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석·

박사통합과정 등과 같이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

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제39조(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

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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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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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

를 받아 추가 및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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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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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과정에서는 “C°”등

급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

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행

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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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과정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외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과(전공)에서 제공

하는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2.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

은 전공(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

   ②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

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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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

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

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4.2.5. 개정)

② 휴학은 1회에 학사과정은 2학기, 대학원과정은 

1학기, 통산하여 학사과정인 경우 6학기(의학과 

및 한의학과는 8학기)를,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은 4학기, 영상대학원 석,박사과정과 경영전문대

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의학전

문대학원 석사과정은 8학기(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4학기)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

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와 임신·출산 및 육아, 창업을 사유로 휴

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9.4.15, 2009.12.2, 2011.1.24., 2012.9.7, 

2014.2.5. 개정)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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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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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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경고를 통산 

3회(경주캠퍼스는 연속3회 또는 통산4회) 받

은 자 (201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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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유급을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2010.10.25 신설, 2012.9.7 개정)

   10.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

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경고 연속 3회 또

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2012.9.7 신설)

제 10 장  졸업과 학위수여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학년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전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한 과정을 모두 마치고, 총 평점

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사

범대학 신입생부터 총 평점평균이 2.31 이상이어

야 한다.(2009.4.15, 2009.12.2, 2010.5.20, 

2012.2.13, 2013.5.9 개정)

대학 및 학부(과) 졸업학점
학년별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1 2 3 4

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학과 제외) 120 30 60 90 120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컴퓨터공학전공 
제외), 사범대학, 예술대학, 불교문화대학, 인문과학대학, 과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 사회대학, 경영·관광대학, 사범교육대학

130 33 65 98 130

간호학과, 공과대학(컴퓨터공학전공) 140 35 70 105 140
한의학과, 의학과 
(한의예과, 의예과)

160
40
(40)

80
(80)

120 160

약학과 171 49 95 141 171

   ② 제1항의 수료 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1. 총장이 별도로 정한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특

정 외국어에 관한 소정의 시험 및 강의이수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6.12.18 개정)

   2.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

합시험을 포함한다)에 통과하여야 한다.

   3.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역

량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4.5.14 신설)

   ③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직과정 및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과정의 이수를 마치기 위하여 졸업연기를 희

망할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2009.4.15 신설, 

2010.10.25. 개정)

④ 경주캠퍼스의 경우, 졸업 예정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

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2조(대학원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

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이 학점

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문대학원의 수료와 졸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5.23, 2011.1.24, 2012.9.7, 

2013.2.28, 2013.5.9, 2014.2.5 개정)

   1. 영상대학원

      가.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36학점 이상(멀티미디어학과는 30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한다. 

      나. 졸업을 위해서는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외

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

문 또는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경영전문대학원 :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

서 전문석사과정은 45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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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의학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 : 총 평점평균이 2.0이상으로서 

전문석사과정은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하며,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학·석사통합과정 : 총 280학점 이상을 취

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평균은 학사

과정 및 석사과정 각각 2.0이상으로서 학

사과정은 120학점 이상, 전문석사과정은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졸업을 위해서는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학·석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나목에서 정한 학사학위 수여요건에 충족되

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대학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

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위의 종류) ① 본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

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학사과정은 별표 3, 대학원과

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학원 협동과정 이수

자는 이수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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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13, 2012.4.2, 2012.5.17, 

2012.9.7, 2013.2.7, 2013.2.28., 2013.5.9., 

2013.9.12., 2014.2.5., 2014.5.14, 2014.10.16. 

개정)

② 전문대학원에 개설한 학술학위 석·박사과정의 학

사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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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
수여) 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수

강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본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

의 누계가 졸업에 필요한 기준 학점에 달한 경우 

본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2013.5.9 개정)

제57조(공동·복수학위수여) ① 외국대학과 공동으

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복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

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

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2013.2.7 신설)

제5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 징계

제59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

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

로써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이 학칙과 따

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

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

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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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

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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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학생회) ① 학생은 학생자치역량 신장과 건

전한 학풍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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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12 장  공개강좌와 특수학생 등

제66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

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총입학정원의 10% 이내

로 한다. (2013.5.9. 신설)

③ 시간제등록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

여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연구생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소정

의 심사와 시험을 실시하며, 입학 후 소정의 청강

료를 부과한다.

③ 연구생은 해당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업에 출석

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게는 그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④ 연구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이 교내활동에

서 불리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지원체제를 구축하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1.1.24 본조 신설)

제 13 장  위원회

제69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교무위원회(이 조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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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위원

회(이 조에서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회의를 구성하는 위

원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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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다.(2012.2.13, 2013.2.7. 개정)

⑥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으로 한

다.(2006.12.18. 개정)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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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72조(소집과 개회)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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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제75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

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개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6조(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06.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중 제51조(학사과정

의 수료 및 졸업) 제1항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평점

평균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졸업학

점이 130학점으로 감소된 학과의 기존 재적생은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졸업학점을 130학점으로 

적용한다. 

②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

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6.1. 2010.10.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별표1>과 제5조

(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

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에 전공선택한 

자로서 2010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7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

로 각각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재적생

으로 본다.

   3.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원)명

칭과 학과(전공)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정·복지대학 법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

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6.10.9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

(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

영정보학과 석사과정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생

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일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영대

학원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재적생은 

2007학년도에 한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소

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 개정(2006.6.1)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산업대학원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산업대학원 기존 재적생은 2006년 6월 1일 이

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인쇄화상전공 재적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언론정보산업대학원 인쇄출판학과 인쇄화상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인쇄화상전공 이외 전공 재적생은 본교 타 특

수대학원의 유사학과(전공)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③ 제54조(학위의 수여), 제70조(대학원위원회)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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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7.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언론정보대학원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2.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6조(학위수여)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

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대학) <별표1>과 제56조(학위수여) <별

표2>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

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문과대학 ①철학과, ②윤리문화학과, ③독어

독문학과, ④영어영문학전공, ⑤영어통·번역

전공, 이과대학, ⑥생명과학과, 사회과학대

학, ⑦광고홍보학과, 경영대학, ⑧국제통상학

전공, 생명자원과학대학, ⑨식물생명공학과, 

⑩산림자원학과, ⑪식품공학과, ⑫식품자원

경제학과, 공과대학, ⑬전자공학과, ⑭생명·

화학공학과, 정보산업대학, ⑮정보통신공학

과, ⑯컴퓨터공학과, ⑰산업시스템공학과, 영

상미디어학부, ⑱영화영상전공, ⑲게임멀티

미디어공학전공, ⑳공연예술학부에 입학 또는 

전공 선택한 자로서 2011년 8월말까지 졸업하

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 학과(전공) 명칭을 종

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8학년도 1학년 복

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각각 문과대학 ①철학전

공, ②윤리문화학전공, ③독어문화학전공, ④

영어문학전공, ⑤영어·통번역학전공, 생명과

학대학, ⑥생명과학전공, 영상미디어대학, ⑦

광고홍보학과, 사회과학대학, ⑧국제통상학

전공, 생명과학대학, ⑨식물생명공학전공, ⑩

환경생태공학전공, ⑪식품공학전공, ⑫식품

산업시스템전공, 공과대학, ⑬ 전자공학전공, 

⑭화공생물공학과, ⑮정보통신공학전공, ⑯
컴퓨터공학전공, ⑰산업시스템공학과, 영상

미디어대학, ⑱영화영상학과, ⑲게임멀티미

디어공학과, ⑳연극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

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

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단과대학·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소속변

경, 단과대학 신설, 야간강좌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가. 기존 나노생명과학부 및 이공계열 재적생

은 입학당시 모집단위내에서 학과 및 전공

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학과 및 2006학년도 법정계열(법

학과 제외) 신입생부터 사회대학 재적생

으로 본다. 

      다. 나노소재화학전공, 안전환경시스템공학

전공, 신환경에너지공학전공, 정보통신

공학과, 국제관계학전공, 전자상거래학

전공 재적생은 각각 나노소재화학과, 안

전환경시스템공학과, 에너지·환경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정보통신공학

부, 정치외교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재

적생으로 본다. 

      라. 기존 야간강좌 학부 복학생이 전공을 선택

할 경우, 해당학년의 편제에 따라 주간의 

동일 학부 및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야간강좌에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

는 이를 인정한다.

   3. 사회과학대학원 법학과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

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특

수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53조의 <별표4>에서 행정대학원의 세부전

공 학위명칭 변경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

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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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다.

③ 북한학전공의 학위명칭(북한학학사, 북한학석

사, 북한학박사), 협동과정<석사과정>인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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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술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인 국어교육학과

와 역사교육학과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기획과정의 명칭 및 학위는 2008년 9월에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 문화학과정과 문화공학과정은 2007년 3월부

터 신설한 것으로 본다.

   ⑤ 식물생명공학전공(이학사), 환경생태공학전공

(이학사), 의생명공학전공(공학사)의 개정 학위명

칭은 2008학년  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9.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제2항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

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바이오학부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

용한다.

부  칙 (2008.11.14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09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 1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사회

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2009학년

도 3월1일부터 신설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

을 변경한다.

   2.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 변경된 사회과학대

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12.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 및 <별표3>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

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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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

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

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규정개정

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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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

(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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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

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

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0. 10.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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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1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2010년 8월 

졸업생까지는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⑤ 제5조 별표2 및 제53조 별표4 개정 규정 중 경

영전문대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0년 8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⑥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

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

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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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컴퓨터학전공, 멀티

미디어공학전공,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재적생 소속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재적생은 원자력

및에너지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라. 철학·논술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세

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1. 1.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2조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영상

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이론 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영화학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1조 및 제51조는 개정일로부

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 별표3은 개정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

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2011. 8.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3항 별표 1의 개정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2.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

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학 졸업학점 변경은 2011학년도 신입생, 

2012학년도 2학년 외국인 편입생, 2013학년도 

일반 및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졸업학점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 2013학년도 2학년 외국

인 편입생, 2014학년도 일반 및 학사편입생부

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제3항 <별표1>의 개정에 따

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

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학부·학과·전공 명칭 변경, 신설,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학과 재

적생은 불교문화대학 불교미술학부 재적

생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나.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미술학과 재적생

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재적생으로 보

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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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문화예술철학전

공은 폐설된 철학·논술 전공과 별도의 전

공으로 보며, 기존 인문학부 철학·논술 전

공 및 철학전공 재적생 중 2012학년도 이

후 복학생은 인문학부 내 전공 중 재적하

고자 하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라.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명칭 및 학위는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

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세부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마. 이공학부는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

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바.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과 재적생은 이공

학부 신소재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사. 이공계열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재적생

은 안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2. 4.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별표1과 제53조 별표3 개

정내용은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

적으로 적용 한다. 

② 제5조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12년 3월부터, 제

53조 별표 4의 개정내용은 2012년 2월 졸업자부

터 적용한다.

부   칙(2012. 5. 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별표2 개정내용은 기존 재적

생도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12. 9.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53조 별표3 

및 별표4의 경과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3은 2012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2. 별표4의 일반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은 

2012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3. 별표4의 영상대학원은 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

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3. 2.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

(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개정 학칙은 2013학년

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

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 학칙은 2013학년

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

다. 다만, 조경학과 조경학사는 2013년 2월 졸

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24조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

은 기존의 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2.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별표2>의 영상대학원 영화

영상학과 영화학전공의 일반대학원 이전에 따른 

경과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 재적생

은 일반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재적생으로 변경

한다.

   2.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을 제외

한 나머지 전공의 재적생은 영상대학원 영화영

상제작학과 재적생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5.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제1항 개정

내용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

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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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53조 별표4의 개정내용 중 미술학과 박사학

위는 2008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생

부터 적용한다.

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제2항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9.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제3항 <별

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학부·학과 명칭 변경, 통합, 신설,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가. 불교문화대학 불교미술학부 재적생은 인

문과학계열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재적생은 인문과

학계열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 과학기술대학 정보통계학과 재적생은 자연

과학계열 응용통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라.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

로 본다.

      마.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멀티

미디어학부 및 공학대학 컴퓨터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재적생은 자연과학

계열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사. 에너지환경대학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원자력·에너지

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 중 일

반대학원 무역학과 학위명은 2013학년도 가을 졸

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2.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다르마칼리지 신설 및 교양교육

원 폐설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승인 시점인 2014

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제1항 및 제52조의 제2항은 기존 재적

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7조 창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

터 적용하며,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은 2013년 11

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사회

복지학과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불교사회복지학

과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2015학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3> 중 약

학과,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학위명 개정내용

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 중 문화예술대학원 관련 내용

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재학연한)제2항 개정내용은 기존 재적

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④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제2항제3호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

(학위의 종류)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 개정 내용은 2015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연극학부 및 영화영상학과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3. 일반대학원 연극학과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15

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4.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개정 내용은 

2015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문화예술대학원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신입

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구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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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및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다. 다만, 일반대학원 개정 사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테크노경영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기존 재적

생의 학사관리대학은 경영계열로 본다.

   3. 제5조(대학원)<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불교풍수문화학과에 대한 사항은 

생사문화학과 풍수지리전공 재학생에게도 소

급적용한다. 

<별표1> 학사과정 학과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학
2015학년도 2014학년도 2013학년도 2012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불교
대학

불교학부

불교사회복지학과

68

15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불교사회복지학과

68

15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과

68

15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75

(복수
전공)

계 83 계 83 계 83 계 75

문과
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학과 30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0
40

철학과 17 철학과 17 철학과 17
철학윤리문화학부
  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32

사학과 30 사학과 30 사학과 30 사학과 30

계 263 계 263 계 263 계 248

이과
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33
23
36
40
40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법과
대학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계 129 계 129 계 129 계 129

사회
과학
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8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글로벌무역학전공)

69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글로벌무역학전공)

69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153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15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73

경찰행정학과 69 경찰행정학과 69 경찰행정학과 69 경찰행정학과 69

식품산업관리학과 26 식품산업관리학과 26 식품산업관리학과 26 식품산업관리학과 26

광고홍보학과 50 광고홍보학과 50 광고홍보학과 50

계 466 계 466 계 466 계 419

경영
대학

경영학부 272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72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72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272

계 272 계 272 계 272 계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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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은 바이오메디캠퍼스에 둔다. 

※ (   )는 야간강좌 개설 전공임

대학
2015학년도 2014학년도 2013학년도 2012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바이오
시스템
대학*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계 176 계 176 계 176 계 176

공과
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72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172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172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178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8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70
55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산업시스템공학과 76 산업시스템공학과 76 산업시스템공학과 76 산업시스템공학과 79

멀티미디어공학과 40 멀티미디어공학과 40 멀티미디어공학과 40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40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40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40

계 734 계 734 계 734 계 674

사범
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38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6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6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70

계 218 계 240 계 240 계 250

영상
미디어
대학

영화영상학과 40

멀티미디어공학과 40

광고홍보학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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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영상학과 40 영화영상학과 40 영화영상학과 40 문예창작학과 30

계 150 계 150 계 150 계 140

약학
대학*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계 30 계 30 계 30 계 30

-
스포츠과학과 22

계 22

서울
캠퍼스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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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4
대학

2015학년도 2014학년도 2013
~2012
대학

2013학년도 2012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불교
문화
대학

불교학부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

60
35
25

불교학부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

60
35
25

불교
문화
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불교아동학과
한국음악과
불교미술학부 
 회화전공 
 조형디자인전공 
 건축문화재전공 

60

 
30
30
30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불교아동학과
한국음악과
불교미술학부 
 회화전공 
 조형디자인전공 
 건축문화재전공 

60

 
30
30
30

계 120 계 120 계 150 계 150

인문
과학
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40
40
40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45
45
40

인문
과학
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문화예술철학전공

175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문화예술철학전공

175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60
35
45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65
40
45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55
40
45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55
40
45

미술학과 60 미술학과 65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50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50

사회체육학과 45 사회체육학과 50 사회체육학과 50 사회체육학과 50

계 365 계 395 계 415 계 415

자연
과학
계열

신소재화학과 
의생명공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조경학과

35
50
35
80
50
65
35
40
55

신소재화학과 
의생명공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조경학과

40
50
40
90
60
65
35
40
60

과학
기술
대학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75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75

이공학부 
  신소재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안전공학과 

109 이공학부 
  신소재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안전공학과 

109

정보통신공학부 60 정보통신공학부 60

컴퓨터공학부 90 컴퓨터공학부 9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계 384 계 384

에너지‧
환경대학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80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80

계 445 계 480 계 80 계 80

사회
과학
계열

행정경찰공공학부
사회복지학과
글로벌경제통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100
60
100
140

행정경찰공공학부
사회복지학과
글로벌경제통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100
60
100
140 사회

대학

정치행정경찰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110 정치행정경찰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110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계 400 계 400 계 170 계 170

경영
계열

경영학부 170 경영학부
다솔회계학과(*)

200
별도
정원

경영‧
관광
대학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100 경상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280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180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30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30

계 170 계 200 계 410 계 410

사범
교육
대학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사범
교육
대학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2 가정교육과 32 가정교육과 32 가정교육과 32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계 102 계 102 계 102 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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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대학원별 학과편성과 입학정원 현황

◇ 일반대학원

  - 서울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30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
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
회학과, 북한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한국불교융합학과

505

자연과학계 (11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
학교육학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약학과

공학계 (13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
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정보·나노공학과, 융
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예체능계 (4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7)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공학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의학과

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자연과학 한의생명과학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의학과, 바이오학부

공학 로봇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인문사회 국제다문화학과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
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인문사회 환경컨설팅학과 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법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화학공학과

공학
기술창업
학과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
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석사 계 5계열 60학과, 7학과간 협동과정 505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30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
과, 북한학과, 경제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식품산업관
리학과, 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한국불교융합학과

337
자연과학계 (11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반도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
학교육학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약학과

공학계 (13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
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정보·나노공학과, 융
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예체능계 (4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2015
~2014
대학

2015학년도 2014학년도 2013
~2012
대학

2013학년도 2012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 - -
자유
전공
학부

47 38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계
72
<72>

계
72
<72>

계
72
<72>

계
72
<72>

의과
대학

간호학과 70
의학과
간호학과

<19>
70 의과

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19>
70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19
<19>
70

계
70

계
70
<19>

계
70
<19>

계
89
<19>

파라미타
칼리지

자유전공학부 61 자유전공학부 61
-

계 61 계 61

경주
캠퍼스

합계
1,805
<72>

합계
1,900
<91>

경주
캠퍼스

합계
1,900
<91>

합계
1,91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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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10학과)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
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75

자연과학계 (7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가정학과, 간호학과

공학계 (4학과)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에너지·환경학과

예체능계 (1학과) 미술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2)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사회 테크노경영 경영계열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사회 국제비즈니스 경영계열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학·연·산
협동과정(1)

한국원자력연구원

석사계 4계열 22학과, 2학과간 협동과정, 1학·연·산 협동과정 75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7학과)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25

자연과학계 (4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가정학과

공학계 (4학과)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에너지‧환경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2)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사회 테크노경영 경영계열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사회 국제비즈니스 경영계열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학·연·산
협동과정(1)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계 3계열 15학과, 2학과간 협동과정, 1학·연·산 협동과정 25

경주캠퍼스
총계 100

◇ 전문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80
영화영상제작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 촬영, 편집, 프로
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멀티미디어학과 콘텐츠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융합콘텐츠제작전공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공연제작전공

박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20영화영상제작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 촬영, 편집, 프로
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멀티미디어학과 콘텐츠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융합콘텐츠제작전공

계 100

경영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Global MBA

100
(75)

Executive MBA

Entrepreneurship MBA

Pharm-MBA

Leadership MBA

계 100(75)

※ (  )는 야간·주말과정을 의미함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박사
학위
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4)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인문사회 국제다문화학과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
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인문사회 환경컨설팅학과 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법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화학공학과

공학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
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공과대학
기술창업
학과

박사 계 5계열 60학과, 4학과간 협동과정 337

서울캠퍼스
총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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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캠퍼스 

구분 과정 입학정원

의학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의무석사과정 49

학·석사통합과정 <24>

계 49
<24>

※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과정 입학정원에 포함

※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생이 석사과정 진입 전까지는 매년 별도정원으로 인정함

◇ 특수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66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생사문화산업학과 생사문화산업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융합요가학과 융합요가학전공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감사행정전공

90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전공, 북한·통일전공, 방위사업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HRD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187
교과교육학과

철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종교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
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
공, 한문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언론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버전스전공
40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130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조형예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국제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사이버포렌식전공
70

영어통·번역학과 통역전공, 번역전공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법학과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인권복지법무전공, 종교

법무전공 30

경찰사법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범죄학 및 범죄심리전공, 국가정보학 및 산업보안전공, 교정학 
및 보호관찰전공 30

계 643

  - 경주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불교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50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전공
불교풍수문화학과 불교풍수문화전공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 불교아동심리치료학전공

사회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45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20
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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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학사과정 학위명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불교대학  불교학부
 불교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사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과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경제학과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글로벌무역학전공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경찰행정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사
행정학사
북한학사
경제학사

국제통상학사
무역학사

문학사
언론학사
경찰학사
경제학사
광고홍보학사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사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공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체육학사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영화영상학과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연극학사
뮤지컬학사
영화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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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부(과) 수 여 학 위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스포츠과학과 체육학사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

문학사
문학사
음악학사

인문과학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미술학과
 사회체육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미술학사
체육학사

자연과학계열

 신소재화학과
 의생명공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조경학과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조경학사

사회과학계열

 행정경찰공공학부
 사회복지학과
 글로벌경제통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행정학사 
문학사
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경영계열  경영학부 경영학사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사
가정학사
이학사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한의학사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의학사
간호학사

구분 연계전공 수여학위

서울캠퍼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학사

디자인공학 공학사

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 커뮤니케이션학사

문화기획과정 문화기획학사

문화학과정 문화학사

  문화공학과정 문화공학사

소비자학 소비자학사

  공통사회

  공통과학

TESOL 문학사

경제, 사회, 범죄학 범죄학사

  국제교류협력 문학사

다문화사회 문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창업학 창업학사

  융합소프트웨어 융합소프트웨어학사

경주캠퍼스
  e-비지니스 경영학사

정보처리 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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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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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학석사 언론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무역학과
  (국제경영·비교문화전공)
  (무역실무·운송전공)

무역학석사 무역학박사

 (국제통상·지역연구전공)
 (무역이론·금융전공)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지리학과 지리학석사 지리학박사
지리교육학박사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석사 광고홍보학박사

한국불교융합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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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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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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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과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에너지·환경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예체능계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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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예체능계

연극학과 연극학석사 연극학박사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이학박사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석사 영화학박사

의학계
한의학과 한의학석사 한의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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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대학원 

과 정 학과 전공(세부분야) 학위명

영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화예술학석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석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촬영,편집,프로덕션디
자인,시각특수효과,사운드디자인)

영화영상제작석사(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연
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멀티미디어학과

콘텐츠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융합콘텐츠제작전공

공학석사(콘텐츠공학)
디자인학석사(콘텐츠디자인)
음악석사(컴퓨터음악)
공학석사(융합콘텐츠제작)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연기연출)

공연제작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공연제작)

영상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화예술학박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박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

영화기획전공 
영화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연출,촬영,편집,프로덕션디
자인,시각특수효과,사운드디자인)

영화영상제작박사(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연
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멀티미디어학과

콘텐츠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융합콘텐츠제작전공

공학박사(콘텐츠공학)
디자인학박사(콘텐츠디자인)
음악박사(컴퓨터음악 및 작곡)
공학박사(융합콘텐츠제작)

과 정 학위명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Global MBA 경영학석사(Global MBA)

 Executive MBA 경영학석사(Executive MBA)

 Entrepreneurship MBA 경영학석사(Entrepreneurship MBA)

 Pharm-MBA 경영학석사(Pharm-MBA)

 Leadership MBA 경영학석사(Leadership MBA)

과 정 학위명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의무석사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의무석사

 학·석사통합과정* 이학사

* 제52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에 수여하는 학위 

 ◇ 특수대학원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문학석사(불교)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생사문화산업학과 생사문화산업전공 문학석사(생사문화산업)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문학석사(명상심리상담)

융합요가학과 융합요가학전공 문학석사(융합요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감사행정
전공 행정학석사(행정)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전공, 북한·통일전공, 방위사업전공 행정학석사(안보·북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HRD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HRD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교과교육학과

철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종교교육전공, 역사
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
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일어교
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
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
교육전공

교육학석사(철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종교
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
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중국
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수학
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
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
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버전스전공

언론학석사(신문방송)
언론학석사(디지털컨버전스)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광고홍보학석사(광고홍보)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학석사(출판잡지)
공학석사(인쇄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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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문학석사(시전공)
문학석사(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예술학석사(연극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예술학석사(불교미술)
예술학석사(문화재)
음악학석사(한국음악)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조형예술경영전공 예술경영학석사(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예술치료학석사(미술치료)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실용음악학 석사

국제정보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사이버포렌식전공

정보보호학석사
정보보호학석사(사이버포렌식)

영어통·번역학과
통역전공
번역전공

통역학석사
번역학석사

법무대학원 법학과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인권복지법무전공
종교법무전공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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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풍수문화학과 불교풍수문화전공 문학석사(불교풍수문화)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문학석사(불교상담)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다도학석사(다도학)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 불교아동심리치료학전공 문학석사(불교아동심리치료학)

사회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행정학석사(정책개발, 지방자치)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정치학석사(국제관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전공 체육학석사(사회체육)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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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입학) ① 본교에 입학(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

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제1호와 제2호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나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입학의 지원은 보증인 연서로 하여야 한다. 보

증인은 학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

학 중 학비나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

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

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

은 따로 정한다.

② 편입학은 편입학시험을 거쳐 허가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과 학부를 포함

한다. 이하 학과(전공)으로 한다)의 필수과목을 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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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학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 1학기 수료학점 

이내(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이내, 

130학점인 대학은 16학점이내, 140학점인 대학은 

17학점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공과대학, 경주캠

퍼스 이공계열로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 인

정은 따로 정한다.(2008.11.14. 2009.1.5, 

2009.4.15, 2011.12.20 개정)

제3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편입학은 3학년 전체 입

학정원의 5% 이내, 해당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3학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

다. 다만, 예체능계 지원자에게는 실기시험을 부

과한다.

③ 학사편입(위탁생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는 

재학기간 2년(4학기)동안에 편입학한 학과(전공)

의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의학

과 및 의학과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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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재입학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은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입학심

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

한다.

④ 재입학심사위원회는 재입학대상자의 재학 중 

학년, 취득학점 및 성적, 품행 및 학칙준수여부, 

학업이수능력 및 열의 등을 종합 심사하며, 심사

평점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추천하지 않

을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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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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입학전 교육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교

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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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육과목과 3,4학년을 대상으로 개

설되는 전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된다.

② 필수과목은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과목을 지정하

거나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전공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

설계전공을 포함한다)을 이수함에 있어 3, 4학년

의 전문교육과목에 개설된 과목을 전공최저이수

학점의 1/2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문성격이 비슷하여 관련학과(전공)로 지정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학과(전공)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⑤ 학문성격이 유사하여 유사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개설학과(전공)가 다르더라도 상호 호환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목

으로 지정된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⑦ 동일 학부 내에서 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학부내의 어느 학과

(전공)의 전공과목으로나 인정할 수 있다. 

(2013.2.22. 개정)

⑧ 경주캠퍼스의 동일 학부(계열) 내에서 기초공

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학부(계열)별 최저이수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⑨ 각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과목과 이수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공학교육인증제)

   1. 학칙제32조5항에 의거 공과대학 및 정보산업

대학 소속 학과(부),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

학부의 교육과정은 일반과 정과 공학교육인증

을 위한 인증제교육과정(이하 ｢심화과정｣으로 

칭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2009.1.5, 

2011.3.2. 개정)

   2.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 졸업생

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이 졸업 및 성     적증명

서에 표기한다. (2009.12.2. 2011.3.2, 

2011.8.10, 2012.4.2. 개정)

   ⑪ 출석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4.12.31. 신설)

제9조(필수과목) 교양 및 전공과목 등에 필수로 지정

된 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

다. 다만, 승적증명서를 제출한 승려의 경우에는 

자아와 명상 1, 2에 대하여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 3 장  사회봉사 및 현장실습

제10조(사회봉사) ①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기당 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하여 2학점까지 학점

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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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참

사람봉사단규정에 따로 정한다. (2010.9.8, 

2010.10.05 개정)

제11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 참여학기를 기준으로 

모든 재학생은 국내외 기업체․연구소․관공서 등에

서 현장실습(Internship)을 이수하여 재학 기간 

중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008.4.8. 

2010.9.8. 개정)

②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2010.9.8. 2011.5.18. 개정)

③ 신청서는 소정기간 내에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청년기업가센터(경주캠퍼스는 취업지원센

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학 중 교육기간은 통산

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06.10.9. 

2008.4.8., 2014.8.18. 개정)

④ 현장실습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현장실습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6.12.18.신설)

⑤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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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2006.12.18. 신설)

⑥ 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과정은 교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외에 각종 취업관련 교육프로그

램을 포함하되, 취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인정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2008.11.14. 신설)

⑦ 현장실습의 최소 이수시간, 참여가능 기업 등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

한다.(2013.2.22 신설)

제12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을 위한 최

소근무시간은 4주 160시간이며, 4주 160시간을 3

학점의 기준으로 하되, 연수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연수생이 제출한 보고서, 평가표 등을 토대로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 또는 미래인재개발원

장(경주캠퍼스는 인재개발처장)의 승인을 거쳐 학

점을 부여한다.(2013.2.22, 2014.8.18. 개정)

② 현장실습학점은 전공과 자유선택학점으로 구

분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학과 교수회의의 심

의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전공학점(기초 

또는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복수

전공자의 경우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재

학 중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기초 또는 전

문교육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6.12.18. 

2007.12.11. 2008.4.8. 2008.11.14. 2011.5.18. 

개정)

③ 방학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은 

1회 참여시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학기간

에는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2008.4.8. 

2010.10.25. 2011.5.18. 개정)

④ 방학 중 현장실습과 계절학기 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경우, 두 과정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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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전공 또

는 자유선택)까지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2008.4.8. 

2008.11.14. 2010.10.25., 2013.2.22, 2014.8.18 

개정)

제13조 <2013.2.2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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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

점 이상인 대학은 최대 21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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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인정하지 않

는다.

   1.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

인 대학은 18학점 이상, 160학점인 대학은 20

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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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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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학사지원본부장

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강신청의 변경) ① 수강신청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지원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006.12.18.개정)

② 2006.12.18 삭제

제19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

터 5주 이내 정해진 기간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취소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4학년은 3학점) 이상이어야 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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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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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강을 취소한 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한다.

제20조(재수강) ①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취득가능 최고 성

적은 B⁺(경주캠퍼스는 Ao)로 한다.(2012.01.11., 

2013.12.30. 개정)

② 재수강은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 다만,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취득한 성적을 재수강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2.01.11, 2014.8.18. 개정)

③ 재수강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

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

한 성적에 따른 조치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⑤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상과목은 따로 정한다. (2014.4.28 

신설)

제20조의2(경주캠퍼스 취득교과목의 포기) ① 경주

캠퍼스 소속 학생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정

해진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2012.01.11. 신설, 2014.8.18. 개정)

② <2014.8.18 삭제>

제 5 장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

제21조(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① 5학기 이상 등록

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이며, 7학기 내에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

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연계

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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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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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사과정 과목의 총 평점평균은 3.5 이상이어야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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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수강은 학사과정 재학 중 9학점까지 가능하다. 

다만,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2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소요학점으로 산정하고, 석사과정 진학시 석

사과정 학점으로도 산정한다. 다만, 석사과정 학

점으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최저학점 초과분

에 한한다.

④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소정

기간 내에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학

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와 제22조에 의해 이수한 석사과정 과목

의 성적은 학사과정의 장학생 선발, 학기 및 졸업

우등생 선정, 졸업성적 환산 등 모든 평점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제23조(신청자격과 허가) ① 학생은 재학 중 2개 학

기까지 국내외의 공인된 4년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협정

에 의한 교류는 4개 학기까지 수학할 수 있다.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는 2학기이상 마친 자로서 

학기당 평균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계절학기

를 이용한 단기간 국외유학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2학기 

이상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전공)별 입학

정원(또는 기준정원)의 10%이내에서 허가한

다.(2007.12.11. 개정) 

④ 교류인정대상은 본교 각 캠퍼스, 본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한다.

제24조(신청과 선발) ① 교류를 원하는 자는 학부(과)

장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국내교류), 또는 국제처(국외교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7.8. 개정)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5조(이수) ① 학생은 교류기간 중 해당학기 등록

금을 본교에 납입하고 교류대학에 수강신청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수강신청은 생략한다.

②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졸업해당학기를 본교

에서 이수해야 한다.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①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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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졸업학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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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일계열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일 경우 전공학점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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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P 또는 F로 표기하며, 성적기록표에 ｢00대학 이수｣
로 표기한다.

⑤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성적은 성적증빙자료가 

해당 대학에서 직접 본교 학사지원본부(국내교류) 

또는 국제처(국외교류)으로 송부된 것, 또는 밀봉

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2013.7.8. 개정)

⑥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교류 제

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

까지 학사지원본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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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및 연수기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국제교육원에 신청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③ 이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

학점에 가산한다.

④ 학점은 연수기간 종료 후 또는 귀국 후 4주 이내

에 연수활동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어

학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부

여한다.

제27조의2(교내 집중영어연수) ① 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국제어학원 집중영어연수를 이수하

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산 3학점 이내에서 교양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4.1.23. 개정)

② 집중영어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양식

에 의거 교양외국어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다.(2014.1.23. 개정)

③ 이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

학점에 가산한다.

(전조 신설 2008.4.8)

제27조의3(군 교육훈련) ①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관

에서 특기병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학점은 휴학중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③ 학점은 군 복학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구비 후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

[2010.10.25. 조 신설]

제27조의4(군 복무 중 원격수업) ① 경주캠퍼스의 경

우,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경주캠퍼스에서 개설한 수업

만 인정되며, 제27조의3(군 교육훈련)의 인정 학

점을 포함하여 통산 6학점 이내에서 휴학 중 계절

학기 취득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체 졸업

학점에 가산한다.

③ 학점은 군 복학 후, 소정의 양식에 의거 파라미

타칼리지 학사운영실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다.(2014.1.23. 개정) 

④ 수강 및 성적부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로 정한다.

[2011.3.2. 조 신설]

제 7 장 계절학기

제28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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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교류

협정 체결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대학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30조(이수와 학점인정) ① 당해연도 제1학기, 제2

학기, 계절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10명이상 수강신

청 및 등록한 과목을 개설한다. 다만, 사이버강좌

는 개설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② 매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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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

득할 수 있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4

학점 과목에 한하여 재학생은 2과목(최        

 대8학점), 휴학생은 1과목(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2008.4.8. 신설)

④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학

점으로 인정한다.(2006.12.18. 개정)

⑤ 휴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

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

다.(2006.12.18. 2008.4.8 개정)

제31조(수업료) ①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은 시간단위로 책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수강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2되는 시점까지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접

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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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시험) 시험은 교과목별로 학기 중 2회 이상의 

수시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성적은 종합성적평

가에 반영한다.

제34조(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결시사유발

생일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1통씩 첨부하여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질병 : 진단서

   2. 3등친 이내의 존․비속의 상고 ： 친족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 진단서

   3. 징병검사 등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행：각종 법

률이행명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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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

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

실에 증빙서류를 1통씩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은 후 개별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추가시험 응시기한까지 회복될 수 없고 장기치

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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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며, 통산하여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응시) 학생은 시험일정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추

가시험과 개별시험은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에 한

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38조(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퇴실당하며 그 시

험은 무효로 한다.

제 9 장  성적

제39조(성적산출)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

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②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한 자 

중 학기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였으나 이후 시험

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개별시험 또는 출석시까지 

부과된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평가결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2013.11.11 개정)

제40조(서울캠퍼스 성적평가) ① 모든 과목의 성적

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

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30%이

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0% 이내

로 한다. (2008.8.1, 2014.10.13. 개정)

③ 교직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

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3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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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개정)

④ 전공 실험실습과목(실험실습비율 50%초과)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

등급(A+, A°)은 35%이내, A등급(A+, A°)과 B등

급(B+, B°)은 75%이내로 한다. (2011.8.10. 신설, 

2014.10.13.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군

사학관련과목 등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1.8.10, 2014.10.13. 개정)

⑥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학생(장애등급 1~4급)의 경우 상대 평가를 적

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08.4.8.신설, 

2009.1.5. 개정)

⑦ 제2항 및 제4항의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급

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08.8.1.신설, 2011.8.10 개정)

제40조의2(경주캠퍼스 성적평가) (2010.7.2. 신설)

①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25%

이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0% 이

내로 한다. 단 교양(필수) 영어 관련 교과목 등은 

별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4.8.18. 개정)

③ 교직과목 및 의학계열 본과 전공교과목의 성적

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

(A+, A°)은 25% 이내로 하며, B등급 이하는 제한

을 두지 않는다. (2014.8.18.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삭

제>, 실험실습과목(의학계열 포함), 군사학관련

과목 등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2011.6.23. 개정)

⑤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학생(장애등급 1~4급)의 경우 상대평가를 적

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급

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급락표시) 일부과목은 성적의 등급을 부여하

지 않고 급락만을 표시한다. 이때 급제는 P, 낙제

는 F로 표시한다.

제42조(학점인정)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D◦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번 인정

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그 취득이 인정되었을 경우나 재수강을 한 경우에

는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취소하며, 동일과

목의 이중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점평균)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과목학점 × 취득평점
수강신청학점수

   ② 백분율 환산법 및 백분율 환산범위는 따로 정

한다.(2006.12.18.신설)

제44조(성적공시) ① 성적은 최종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과목 담당교수가 3일간 공시한다.

② 공시기간중 이의 있는 성적은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서 수정할 수 있다.

제45조(성적정정) ① 통지된 학기말 성적을 정정코

자 하는 자는 성적통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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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업지도교수를 경유하

여 학사운영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결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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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실습 참가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6.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

는 경우
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5일 
2주  

소요되는 
실제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제 11 장  우등, 성적경고 및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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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우등) ①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대학은 18학점, 140학점 이하인 대학

의 4학년은 12학점, 160학점인 대학은 20학점 이

상으로 한다.)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이

며, 품행이 방정한 자는 학기우등생으로 인정한

다. 다만,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을 초

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다. (2006.12.18. 2010.9.8. 개정)

② 재학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F등급인 

과목이 없으며, 전 학년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는 우등졸업생, 4.2이상인 자는 최우등졸업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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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평

균이 2.0미만(경주캠퍼스 1.5미만, 한의(예)학과, 

의(예)학과는 1.75미만으로 한다)인 자에게 성적

경고 처분을 한다.(2006.12.18.개정)

②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

은 자의 경우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성적경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매학기 말 성적경고 

처분을 한다.

③ 학장은 성적경고의 처분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고하고 총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적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심리상담센터(경

주캠퍼스는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6.12.18.신설, 2014.11.1 개정)

제51조(유급)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학

업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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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정기간 내에 소속 학부(계열)의 전공 중에서 희망

전공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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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며, 학

장은 그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희망학생의 수가 수업여건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자는 의학계열․사범계

열․예체능계열학과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

과(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하고 총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전과)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5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

신청기회는 총 3회로 정하며,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 <삭제>)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006.12.18. 2007.12.11. 2009.6.26. 2010.2.2. 

개정)

② 캠퍼스 간 이동(전과)는 2학년 2학기 재학 중이

면서 4학기 이수 중인 자로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

한 자에 한하여 1회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의 경우에는 이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09.11.6.신설, 2010.10.05. 2011.3.2 개정)

   1. 의학계열 학과(간호학과 포함), 사범계열 학과

로의 이동(2010.10.05. 신설)

   2.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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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약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로의 전과 

(2011.5.18., 2013.11.11., 2014.12.31. 개정)

   2. <삭제 2009.6.26>

   3. <삭제 2007.12.11>

   4.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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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을 과할 수도 있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전공)은 

실기시험을, 사범계열 학과는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한다.

⑥ 전입 받는 대학의 학장은 전과 대상자를 선발

하여 학사지원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학사

지원본부장은 총장의 최종승인을 얻어 확정 공고

한다.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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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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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포함

한다)을 이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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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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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글로벌무역학전

공, 연극학부에 대한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

다. (2007.12.11., 2013.11.11., 2014.12.31. 개정)

⑥ 사범계열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는 비사범계 재

학생중 교직과정 이수자와 사범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학점인정) 2개 이상의 전공이수로 전공 간 중

복되는 과목은 6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

다. (단, 부전공 제외) (2010.10.25. 개정)

제56조(이수포기) ①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포기원을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야 한다.(2006.12.18.개정)

② 복수전공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복

수전공포기 신청이 없더라도 학장이 강제 취소할 

수 있다.(2006.12.18.신설)

제57조(학위인정) ①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

목을 소정의 학점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

춘 자에게는 복수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소속 

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② 복수전공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

더라도 복수전공의 이수를 마치기 위해 졸업연기

를 희망할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캠퍼스간 복수전공의 이수학기는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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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

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연계전공의 운영은 연계전공PD가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계전공PD는 연계전공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연계전공PD가 주

관하며, 학사지원본부장이 통할한다.

④ 연계전공의 개․폐설, 허가인원 및 허가기준은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생설계전공) ①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

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시 54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함께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사지원본부장

은 학생설계전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5 장 <장 삭제 2009.8.28>

제61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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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소속대학 학

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

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

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

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

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원을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2학기까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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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1학년 1학기 중에는 2항의 경우에 한하여 휴학

할 수 있다.

⑥ <2013.2.22 삭제>

제67조(병사휴학) ①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

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전까지 소정양

식의 군입영신고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

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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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운

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2013.2.22. 삭제>

제67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①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

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로 하며,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로 한다.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13.11.11. 본조 신설)

제67조의3(창업휴학) ①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청년기

업가센터(경주캠퍼스는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경

유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8.18. 개정)

② 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

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원을 소

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

다. (2014.4.28. 개정)

③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13.11.11. 본조 신설)

제68조(복학 시기와 절차)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전역 예정자 포함)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복무중인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예정일까지 전역하고,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

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

다.(2012.4.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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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운

영실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69조(복학 허가와 등록) ① 휴학기간 중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이 없는 학과(전공)의 학생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

다. 다만, 한의과 대학은 제외한다. (2014.10.13. 

개정)

② 학기 중에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

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학기의 5분의 4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2013.11.11. 개정)

③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다만, 제2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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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총장

의 허가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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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을 취득하여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

계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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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졸업논문

제73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학과(전공)에 따라

서 논문, 실험실습보고서(조사보고서 포함), 실기

작품발표, 졸업종합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제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

공)는 학과(전공)교수회 심의 후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 이외의 방

법으로 졸업논문을 과하는 학과(전공)일지라도 학

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③ 논문이나 실험실습보고서 등의 주제는 소속 학

과(전공)의 전공(복수전공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

라야 한다.

제74조(용어의 정의) ① ｢논문｣이라 함은 연구결과

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

을 말한다.

② ｢실험실습보고서｣라 함은 실험실이나 실습장

에서의 연구결과 또는 사회조사연구의 결과를 보

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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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교수로 위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

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76조(제출시기) ① 졸업논문은 6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7학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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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

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정본외 부본 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

업논문은 개인연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실기작품 발표) ① 실기작품 발표는 7학기말

까지 학부(과)장이 정한 장소․일시․절차 등에 따라 

공개발표로 시행한다. 

② 실기작품 발표는 개별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

동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

야 한다.

③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작품 발표가 

불가능한 자는 발표 3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실기발표연기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발표일의 연기는 1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심사위원)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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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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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부에 기재하며, 해당 학과에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06.12.18.개정)

제 19 장 외국어 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요건
(2006.12.18.개정)

제82조(이수기준) ①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다음

의 외국어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야 학칙 제51조 2항 1호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6.12.18. 2010.1.25. 개정)

   1. <별표3>에서 정한 외국어시험에서 아래 점수

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6.12.18, 2007.3.28, 2008.4.8, 2008.10.13, 

2009.1.5, 2011.5.18, 2012.1.11., 2013.4.8., 

2014.4.28. 개정)

대학(학과,전공) 외국어시험 비고
불교대학(승려) 토익 600점

불교대학
문과대학(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제외)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글로벌무역학전공 
제외)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체육교육과제외)

예술대학(미술학부, 연극학부 제외)

약학대학

토익 700점

영어문학전공 토익 750점
영어통번역학전공 토익 8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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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영어강의를 6과목

(2009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교양 및 전공과목 

각 4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6.12.18.신설, 2009.1.5. 2009.2.24 

개정)

   3. 광고홍보학과 소속 학생은 10과목(광고홍보학

과 전공교육과정의 영어강의 6과목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9.2.24, 2011.8.10 개정)

   4. 2009학년도 이후 신입생 중 경영학전공 및 경

영정보학전공 이수자는 전공최저 이수학점의 

50%이상을 전공교육과정의 영어강의 교과목

으로 이수하여야 한다.(2009.2.24. 신설)

   5.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토픽(국립국제교육원 주관) 4급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어시험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영어시험성적

으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다.(2014.4.28 신설)

   ② 경주캠퍼스 소속 학생은 외국어 졸업이수기준

을 충족하여야 학칙 제51조 2항 1호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2010.1.25. 개정)

제83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성적으로 하며, 본교 

입학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한다.(2006.12.18. 

2007.3.28. 2008.4.8., 2014.1.23 개정)

   1. 외부 공인시험

      가. 토익(시사YBM 주관)

      나. 토플(한미교육위원단 주관)

      다. 텝스(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주관)

      라. IELTS(주한영국문화원 주관)

   2. 교양외국어센터

   ② 취득한 시험성적표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졸

업 해당학기 2개 학기 전까지 교양외국어센터(외

국인전형 입학생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해

야 한다. 다만, 본교 교양외국어센터에서 주관하

는 시험에 통과된 학생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06.12.18. 2007.3.28. 2008.4.8., 

2013.5.6., 2014.1.23, 2014.4.28 개정)

   ③ <2009.2.24 삭제>

제84조(영어강의) ① 영어강의는 수업을 영어로 진

행하는 과목으로 교육과정표 또는 강의시간표에 

“영어강의”라고 명기된 과목을 말하며, 영어강의

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신

설, 2014.4.28. 개정))

② 일어일문학과․중어중문학과 소속 학생은 해당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영어강

의 이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2006.12.18.신설, 

2014.4.28. 개정)

제85조(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외국어졸

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2006.12.18. 

2008.4.8., 2013.4.8., 2014.4.28., 2014.12.31. 

개정)

   1. 군위탁생,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 시각․
청각․언어 장애학생, 재외국민전형 및 영어우

수자전형 입학생

   2. 외국인전형 입학생을 제외한 글로벌무역학전

공,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 소속 학생

   ②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사범대학 전체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제82조 2호 영어

강의 이수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08.5.23. 신설, 2014.4.28. 개정) 

제 20 장 학위수여

제86조(학위수여) ① 학칙과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은 졸업을 인정하고 <서식1>에 따라 졸

업증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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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료를 신청한 자

(2011.8.10 신설)

제88조(공학교육인증) 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

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과(전공)에서 공학교

육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학교육인증을 취

득한 것으로 한다.

②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의 

명칭은 <별표1>, <별표2>, <별표1-1>, <별표2-1>

과 같이 구분한다.(2006.12.18.신설, 2009.1.5, 

2010.9.8, 2011.3.2., 2011.8.10, 2014.10.13. 개정)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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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장 명예졸업장

제89조(대상과 자격) 본교 재적자(在籍者)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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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하여 대학장이 추천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수여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증빙서류 첨부)

3. 기타 추천에 필요한 자료

제91조(수여시기) 명예졸업장은 본교의 정규 학위수

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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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하여 3주 이상 실시한다.

② 실습 동의서는 이수 희망자가 해당기관에서 발

급 받아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한다.

③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가 부담한다.

제95조(자격증발급) ① 재학 중 소정의 평생교육사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인 자에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

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졸업 해당학기에 사범대

학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장  시간제 등록학생

제96조(지원자격과 선발) ① 일반 사회인들에게 재

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선발은 일반 학생들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학생(통합반)과 시간제 등록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학생(별도

반)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매학기 초 3

주 이내에 시행한다.(2013.4.8. 개정)

③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

료와 함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으로 

한다.

제97조(등록과 선발취소)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

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

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형에 합격하였어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

나, 입학지원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전

염병, 유전병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8조(이수와 학점취득) ①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

정을 함께 이수하며,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

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2012.0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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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학생으

로 수학하였던 자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전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4 범위 내

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및 등록에 관

한 사항은 학칙 등에서 정한 바대로 일반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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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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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행내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예)과, 

한의학(예)과 등과 같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15조(신청 및 이수학점)의 적

용에 있어서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축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수료학점 취득이 어려운 자는 총장의 허

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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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불교대학의 경우 2002년

부터 2005년 신입생과 2004년부터 2005년 편입

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6. 10. 9.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편입학) 제4항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교 취득 학점에 대한 인정은 2007학

년도 편입학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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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83조(외국어시험) 제2항 시험

성적표 제출시기는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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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3조(외국어시험) 제2항은 

2009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4조(이수기준)와 제85조(적용예외)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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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4항과 제5항은 2009학년도 편

입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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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2.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3조 3항의 개정에 따라 2008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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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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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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시행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시행세칙은 2010학

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2조 2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

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0. 2. 2.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7월 2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의2 개정시행세칙은 2010학

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9.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개정시행

세칙은 2010학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0. 5.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5.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7.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및 제82조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6. 23.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8조의 별표 1과 별

표 2 개정내용은 2011년 2월 졸업자부터 연차적으

로 적용한다.

② 제82조 제1항 제1호 개정내용은 광고홍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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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87조 개정내용은 2011년 8월 졸업자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11. 12. 20.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재수강) 개정 시행세칙

은 2012학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취득교과목 포기)제2항은 2012학

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82조(이수기준)제1항제1호 개정에 따른 <별

표3> 공인인증시험 및 점수는 2012학년도 봄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4.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4월 2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2조(이수기준) 제1항 제1호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신입생, 2014학년도 2학

년 편입생, 2015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하

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96조(지원자격과 선발) 제2항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5.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6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7월 8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67조의3(창

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 제1항 개정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

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재수강) 제5항은 2014학

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이수기준) 제1항 제1호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82조(이수기준) 제1항 5호와 제85조(적용 예

외) 개정내용 중 외국인전형 입학생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 외국인전형 입학생부터 적용하

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84조(영어강의) 제2항은 독어독문학과 재적

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⑤ 제85조(적용 예외) 제1항 제2호는 문예창작학

과 재적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⑥ 제85조(적용 예외) 제2항은 국어국문학과 재적

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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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4. 8.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경과조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의 개정내용 중 

학점인정을 위한 기준 학점은 2014학년도 여

름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20조의2(취득교과목의 포기)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3. 제40조의2(경주캠퍼스 성적평가) 개정 내용은 

2014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40조(서울캠

퍼스 성적평가)에 대한 부분은 2015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8조(전공

과목), 제53조(전과), 제54조(신청과 허가)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85조(적용 예외) 개정내

용은 2014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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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서울캠퍼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심화과정) 명칭

<별표1-1> 경주캠퍼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심화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자연
과학
계열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 정보통신공학심화
-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1년 2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1년 8월 졸업이후 적용 2014년 2월 졸업이후 적용

공
과
대
학

전자
공학과

- 전자공학심화
- 전자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s Engineering

공
과
대
학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공
과
대
학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기
공학과

- 전기공학심화
- 전기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산업
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산업시스템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산업
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산업시스템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토목공학심화
- 토목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건설환경공학심화
- 건설환경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환경
공학과

- 건설환경공학심화
- 건설환경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2015년 2월 졸업이후 적용

생명화학
공학과

- 생명화학공학심화
- 생명화학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Biochem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기계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기계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2011년 8월 졸업까지 적용

기계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기계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심화
- 화공생물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2013년 2월 졸업이후 적용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심화
- 화공생물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 2012년 2월 졸업이후 적용

정
보
산
업
대
학

컴퓨터
공학과

- 컴퓨터공학심화
- 컴퓨터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
T
학
부

정
보
통
신
공
학
전
공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컴
퓨
터
정
보
통
신
공
학
부

정
보
통
신
공
학
전
공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산업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산업시스템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컴
퓨
터
공
학
전
공

- 컴퓨터공학심화
- 컴퓨터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정보통신
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컴
퓨
터
공
학
전
공

- 컴퓨터공학심화
- 컴퓨터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865학칙시행세칙 (학사과정)

<별표2> 서울캠퍼스 공학교육 비인증프로그램(일반과정) 명칭

<별표2-1> 경주캠퍼스 공학교육 비인증프로그램(일반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과학
기술
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1년 2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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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로봇에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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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건설환경
공학과

- 건설환경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2015년 2월 졸업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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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전기공학
- 전자전기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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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전
기
공
학
부

전
자
전
기
공
학
전
공

- 전자전기공학
- 전자전기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정
보
산
업
대
학

컴퓨터
공학과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I
T
학
부

전
자
공
학
전
공

- 전자전기공학
- 전자전기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컴
퓨
터
정
보
통
신
공
학
부

정
보
통
신
공
학
전
공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정
보
통
신
공
학
전
공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컴
퓨
터
공
학
전
공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정보통신
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컴
퓨
터
공
학
전
공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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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공인인증시험 및 점수

토익
토플
CBT

토플
IBT

텝스
TOEIC

Speaking
OPIc

Cambridge
ESOL

IELTS G-TELP

550 136 57 436 120 IL PET 4.5 LEVEL3 63

600 177 62 478 120 IL PET 5
LEVEL3 71
LEVEL2 50

620 182 64 494 130 IM1 PET 5
LEVEL3 73
LEVEL2 53

650 192 68 521 130 IM1 PET 5
LEVEL3 78
LEVEL2 57

680 200 72 551 140 IM2 FCE 5.5
LEVEL3 82
LEVEL2 61

700 207 76 600 140 IM2 FCE 5.5
LEVEL3 85
LEVEL2 64

800 227 87 728 150 IM3 FCE 6
LEVEL3 99
LEVEL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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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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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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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학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