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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훈

攝心(섭심) ․ 信實(신실) ․ 慈愛(자애) ․ 度世(도세)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

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교육목표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

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적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도덕적 현대인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 창조적 지식인

  고도기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진취적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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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연혁

1906. 5. 8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구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신교육을 위한 중앙교육기관으로서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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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 4. 명진학교를 佛敎師範學校로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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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5.11. 5 中央學林으로개칭하고 구 북관왕묘지(명륜동 1 번지)로 이전하다

1919. 9.30 中央學林이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다.

1922.12.30 전국 31 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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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격개편하여 불교학과, 국문학과, 문학과, 사학과로 편제된 문학부를 설치하

고 주·야간 전문부를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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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949. 4. 정경학부에 법학과를 신설하다. 

1949.11. 8 전국 30 본사 사찰임야 16,310정보를 기부받다. 

1951. 9. 6. 25 사변중 1.4 후퇴로 인하여 부산시 신창동 임시 교사에서 개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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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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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어 문학과·사학과) 법정대학(법학과·정치학과·경제학과) 농림대학(농학과·임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불교학과· 문학과·정치학과 개설) 을 신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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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9. 부산에서 서울 本校舍로 복교하여 10월 개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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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 6.15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 불교학과· 문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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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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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1.20 법정대학에 상학과(30)·경 학과(30)를 신설하다.

1960. 2.20 연극학과(30), 행정학과(30), 농림경제학과(30)를 신설하다.

1960.11.25 4.19 의거 당시 산화한 선배들을 추모하고, 제일 선두에서 의거를 이끌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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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생물학과(30)

로, 연극학과를 연극 화학과(20)로 변경하다. 경찰행정학과(30)를 신설하다. 

1963.12.31 불교대학에 인도철학과(20)를 신설하다.

1964. 3. 1 동국역경원을 부설하다.

1964. 4. 교정에 청동불상을 건립하다. 

1965. 8.12 은석국민학교를 인수하다.

1965. 9.30 공학관(당시 교양학부) 1,339평을 준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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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12.30 산업대학을 신설하여 자동제어공학과(30), 도시공학과(30), 위생공학과(30), 연료공학과(30),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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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12.30 재단법인 체성회로부터 흥국중·고등학교를 인수하다.

1967. 2.15 흥국중·고등학교를 동국중고등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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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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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1. 4 전자계산소를 부설하다. 

1972. 9.13 재단법인 표충학원 합병에 따라 경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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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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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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학과(40), 무역학과(40), 경제학과

(40), 국사학과 (40), 국어국문학과(40), 어 문학과(40), 일어일문학과(40), 한의예과(40), 불교

미술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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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 학과(40), 고미술사학과(40)를 신설하다. 

1983.11. 계산고시학사 296평을 준공하다. 

1983.11.29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을 경주에 개원하다.

1984. 6.10 경주 교직원아파트 3,340㎡를 준공하다.

1984.10. 5 정보관리학과(35)를 신설하다. 경주대학을 문리과대학·법경대학·한의과대학으로 개편하여 경주캠퍼

스로 개칭하다. 경주캠퍼스에 전자계산학과(40), 법학과(야40)·경 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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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하고,환경

조경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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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8.15 본교 1회 졸업생인 만해스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정에 만해시비를 세우다. 

1987.10.23 예술대학을 신설하여 문과대학의 연극 화학과(30)와 불교대학의 미술학과(50)를 이에 전편하

다.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개편하고, 법과대학에 법학과(80)를, 사회과학

대학에 정치외교학과(40)·행정학과(40)·경찰행정학과(40)·사회학과(40)를 편제하다. 경주캠퍼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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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연구년제도를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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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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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과대학부속경주병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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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학과

(30)로 변경하다. 

1993.10.27 태국 스리나카린위로트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4. 7.29 중국 북경소재 중앙희극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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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개편하고, 농학과(30)를 식물자원학과(30)로, 농업생물학과(30)를 

응용생물학과(30)로, 농업경제학과(30)를 생명자원경제학과(30)로 변경하다. 전산통계학과(야50)

를 통계학과(야50)로 변경하다. 경주캠퍼스에 음악계 국악과(50), 사회체육학과(40), 국제관계학

과(40)를 신설하다.

1996. 3. 4 학술문화관 17,768.7 ㎡을 준공하다. 

1996.10.11 한의과대학 부속 분당한방병원을 개원하다. 

1996.10.24 아시아지역학부(야 60)를 신설하다. 경주캠퍼스 의과대학에 간호학과(50)를 신설하다.

1996.11. 대만 문화대학, 일본 삿뽀로학원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6.12. 일본 오사카대학 자매결연 체결하다.

1997. 1. 중국 북경광파학원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 4.24 일본 大谷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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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인도 Jawaharlal Nehru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 9. 3 몽골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1997.10.22 경주캠퍼스 산관(국악관) 준공 

1997.11.14 키르기스탄 Kyrgyz State National Universit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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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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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5.13 동국대학교헌장을 공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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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6.19 국 Univ. of Exeter 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1998.10. 7 뉴질랜드 Lincoln Universit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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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타(SRC), 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타(ERC)가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타

로 선정되다.

1999.11.11 논현동에 강남한방병원(4,966.25㎡, 70병상)을 개원하다.

1999.12. 9 교육부 두뇌한국21(BK21)인문사회분야에 불교학과의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이 선정되고, 

핵심분야에서 전자공학과, 화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연극 화학과 사업팀이 선정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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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0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로 선정되다.

2001.11. 중국 연변대학, 파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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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협약을 체결하다.

2005. 2.23 구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한 만해관을 준공하다.

2005. 3. 명성여자중고등학교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고등학교로 교명 변경하다.

2005. 5. 6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협약을 체결하다

2005. 6.29 일산 동국대병원+한방병원 진료개시식을 갖다.

2005. 6. 4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다

1.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대학특성화사업’에  “ 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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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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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물류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이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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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물 개발연구센터” 가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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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7.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주)싸이더스와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다. 국립극장과 협

약을 체결하다.

2005. 9.27 일산불교병원 개원식을 갖다.

2005.10. 8 필동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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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부설연구기관으로 상문화콘텐츠연구원과 생태환경연구센터를 신설하다.

2005.11.3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산학협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다.   

2005.12.28 불교문화연구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에 선정되다

2006. 2.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다.

        정보통신부 시행 NEXT 사업에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공과대학 전자공

학과가 선정되다.

2006. 3. 1 학부 입학정원을 65명 감축하다.

         모집단위를 변경하다 (경 대학 경 학부 광고홍보학전공 →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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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모집단위내 전공을 통합하다. (경 정보학부 정보관리학전공과 e-비지니스전공 →  경 학부 

경 정보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과 정보시스템전공 → 산업시스템공학과]

2006. 3.15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의향서를 교환하다.

2006. 3.17 100주년 기념법회를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합동으로 봉행하다.

2006. 3.27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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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6.14 혜화문 주변 ‘걷고싶은 거리’를 준공하다.

2006.10. 2 경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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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6 불교방송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다.

        





교육과정 구성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교육과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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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양과목은 기초교양과목, 핵심

교양과목, 학문기초과목, 일반교양과목, 자기개발과목으로, 전공과목은 기초교육과목과 전문교육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이외에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목을 자유선택과목이라 한다.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소속대학 및 학과별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요건을 충

분히 숙지한 후 이수가이드에 안내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과대학별 최저이수학점

가. 적용대상 : 2007학년도 입학생 및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2007학년도에   

 1학년으로 복학·재입학하는 학생

나. 유의사항 : 전공과목의 경우, 3, 4학년의 전문교육과목을 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이수하여야 함

구    분
불교

대학

문과

대학

이과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경

대학

생명

자원

공과

대학

정보

산업

사범

대학

상

미디

어

예술

대학

교

양

기초교양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핵심교양 12 12 12 12 12 12 12
0

(12)

0

(6)
12 12 12

학문

기초

외국어 6 6 - 6 6 6
0

(6)
- -

6

(0)
- -

대학

(학과)
9 - 14-24 - 9 15

12또는14

(0)

36

(6또는8)

36

(39)

0

(6또는8)

0

(24)
-

전

공

단일전공자 45 60 58 78 45 45 58
60

(74)
60 54

54

(60)
54

복수

전공자

주전공 36 36 36 51 36 36 36
60

(57)
60 42

36

(45)
36

복수전공 36 36 36 51 36 36 36
60

(57)
60 42

36

(45)
36

졸업학점 120 130 130 130 120 120 130 130 130 130 130 130

※ 생명자원과학대학 ( )는 식품자원경제학과, 공과대학 ( )는 건축학전공, 정보산업대학 ( )는 컴퓨터공학

과, 상미디어학부 ( )는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사범대학 ( )는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이며, 체육교

육과는 학문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생명자원과학대학 반도체과학과, 생명과학과, 통계학과,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의 경우 대학(학과)지정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P31-32 참조요망

교육과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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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과목

교양교육의 목적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진 독립된 역으로, 세계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지성과 덕성을 개

발한다.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양교육

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창의적 사고력 개발 

  인간과 세계에 대한 분석적,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

을 개발한다.

나. 민주 시민 양성

  민주주의의 이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의 모

든 역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성을 기른다.

다. 세계 시민 육성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해함은 물론, 다른 나

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대의 로벌한 환경

에서 요구되는 세계시민적 감각과 지성을 아울

러 갖춘 인간을 육성한다.

라. 불교적 인간관의 선양

  불교의 풍부한 문화적, 사상적 유산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자아와 세계의 구

조에 대해 심층적이고도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

다.

마. 심미적 교양의 심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감성적 인식 능력 및 예

술의 원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심화시

킨다.

바. 생태학적 의식 함양

  자연 및 생태 환경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

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에 필요한 덕성을 

함양한다.

사. 다매체 문화 및 기술 이해

  다매체 문화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

을 기른다.

교양교육의 구성

가. 기초교양 

  기초교양은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과목과 

대학교육의 공통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 성격

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창

의적 사고력과 표현력 개발을 목표로 한다.

나. 핵심교양

  핵심교양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4개 역으

로 편성되었다.

• 특정 분과 학문의 특정 지식이 아니라 분과 

학문보다 상위에 놓이는 계열 학문 또는 일

반 학문분야의 학문 수행 방법을 전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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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생의 자율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교과목

• 구체적인 주제 탐구나 실제 자료 분석의 경

험을 통해 해당 학문 계열에서 현재 통용되

고 있거나 부상하고 있는 지식 생산의 기술, 

공정, 환경을 체득하도록 유도하는 교과목

• 학문 분과 간의 장벽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또는 통학과간

(trans-disciplinary) 성격의 교과목

•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 보편

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동시대 한국 및 세

계에서 적합성과 시의성이 뚜렷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

• 민주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도덕 의

식, 심미적 판단력, 생태학적 감각, 그리고 

이에 기여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육성할 교

과목

• 과학 및 기술의 역사에 대한 이해력과 동시

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아울러 

향상시키고  과학 및 기술 발전이 수반하는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고력

을 증진시킬 교과목

다. 학문기초

  학문기초는 개별 분과 학문 또는 계열 학문

의 기초를 이루어 전공 이수에 필수적인 교과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문기초 교과목

은 주로 개론적 교과목 또는 기초 지식, 실험, 

훈련 교과목들이다. 

라. 일반교양

  일반교양은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

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함양하기위한 교과목 

들이다.

마. 자기개발

  취업, 세미나. 리더쉽, 여성관련 강좌 등 다양

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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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과목

전공과목 편성원칙

가. 전공과목은 각 학문의 교육목표, 관련학문

의 발전동향, 졸업생의 진로, 교과목간의 균

형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 다.

나. 전공과목은 각 전공 및 학과의 고유한 학문

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접 관련학과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 운 을 통하여 교육

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선택기회가 확대되

도록 편성하 다. 

다. 전공과목은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간

의 학문적 연계성과 발전성이 제고될 수 있

도록 편성하 다.

전공과목의 구성

가. 기초교육과목

  1,2학년과정에 개설되는 전공 및 학과 기초적

인 성격의 교과목이다. 3, 4학년의 전문교육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는 데에도 필요하므로 

폭넓게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문교육과목

  심화된 전공분야를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3,4

학년의 고학년 과정에 학년 구분 없이 개설

된다. 3, 4학년과정을 통합 운 하는 것은 학

생들의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전공필수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필수를 이수하지 않

아도 된다. 

 

라. 전공교육과정의 다양한 강좌형태

 • 세미나 강좌 : 일방적인 전달식의 교수법이 

아닌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는 강좌를 말하며, ‘세미나’라

고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다.

 • 외국어강의 강좌 :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감각의 고양과 선진이론의 효율적

인 습득을 위하여 외국어로 강의하는 강좌

를 말하며, ‘ 어 강의’ 등으로 강의언어명

이 표기 되어 있다. 

 • 현장학습 강좌 : 학문의 실용성과 현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강의실 안에서만의 이론

수업이 아닌 시사성 있는 전공 관련의 현

장학습 강좌가 개설되며, ‘현장학습’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 Team Teaching 강좌 : 복수의 전공 및 주

제를 교차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를 말

하며, ‘팀티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 계절학기 강좌 :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강좌

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기중에 이수치 못한 학

생들을 위하여 방학중에 개설하는 강좌를 

말한다.

이수기준 및 방법

가. 전공최저이수학점

졸업을 위한 전공최저이수학점을 말하며 필요

한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전

공만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시 보다 전

공최저이수학점이 상향 설정되어 있으므로 관

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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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년별 교과목 이수기준

전공교육과정 중 3,4학년에 개설된 전문교육과

목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 체계적인 이수방법

이수가이드에 안내되어 있는 이수방법은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전공교육과정 이수와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필요한 내용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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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선택과목

자유선택과목은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이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하며 교직과목, 평생교

육사과목이 있다. 

교직과목

사범대학 학생은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이

수자격을 갖게 되며, 교직이 개설된 비사범대학 

학과 소속인 학생은 2학년 재학기간 중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되어야 이수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과목

평생교육법(구 ‘사회교육법’)에 의거 각 평생교

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활

동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이다. 2학년

부터 신청기간에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모두 이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초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

일반교양

자기개발

교양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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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교양

개설교과목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교양

필수

12학점

RGC 001

RGC 002

RGC 003

RGC 004

 

RGC 005

RGC 006

RGC 007

RGC 008

RGC 009

RGC 010

RGC 011

RGC 012

자아와 명상Ⅰ

자아와 명상Ⅱ

불교와 인간

작문과 발표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English ConversationⅠ

English ConversationⅡ

English ReadingⅠ

English ReadingⅡ

Basic English Conversation

Basic English Reading

고전 세미나

0

0

2

3

3

1

1

1

1

0

0

3

2

3

3

3

1

1

2

2

2

2

2

2

P/F

P/F

공과대학(건축학전공제외) 및 

정보산업대학 제외

공과대학(건축학전공제외) 및 

정보산업대학 이수

P/F

P/F

이수방법

가. 기초교양에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작문과 발표’ 교과목은 공과대학(건축학 전

공 제외) 및 정보산업대학 이외의 모든 학과가,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교과목은 공과대학(건축

학 전공 제외) 및 정보산업대학만 이수한다.

나. 어 과목은 레벨테스트(Interview, D-TEPS)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테스트 구분 이수면제과목 비고

Interview

A Basic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ConversationI(A+부여)

테스트 미응시자는 

C로 구분함

B Basic English Conversation

C 없음

D-TEPS

A Basic English Reading, English ReadingI(A+부여)

B Basic English Reading

C 없음

교양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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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nglish ConversationⅡ' 및 ‘English ReadingⅡ'과목은 학문계열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과목명 대학 및 학부(과)

English ConversationⅡ

English ReadingⅡ

Humane Science 불교대학, 문과대학, 예술대학,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체육교육과

Social Science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육학과, 

지리교육과

Natural Science
이과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 제외),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 교과목 해설

RGC001  자아와 명상Ⅰ  

Practice in Seon Ⅰ
자아의 분석과 명상을 통해 진실하고 창조적

인 인간상의 확립에 그 목적을 두며, 명상을 

통해 그 효용성의 기초적인 체험을 얻게 한

다. 자세와 호흡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명상의 역사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RGC002  자아와 명상Ⅱ  

Practice in Seon Ⅱ
‘자아와 명상 Ⅰ’의 계속

RGC003  불교와 인간  

Buddhism and Human Being
붓다(석존)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세계관․인생관․가

치관을 갖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갖춰 실행

하는 인간 인격 완성과 평화롭고 행복한 이

상 세계 건설에 헌신 노력하도록 가르친다. 

RGC004 작문과 발표  

Composition and Presentation
학문 연구의 기본적인 수단인 작문 능력과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보

편적인 교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의 기초를 

다진다. 작문의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다양하

게 검토하고, 실습(작성, 발표, 토론) 과정을 

통해 우리 말과 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우

며, 앞날의 사회활동 및 학문 연구에 필요한 

창의적, 논리적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RGC005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Writing Technical  Report  and 

Presentations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레포트, 학술지, 특

허 그리고 학위논문 등의 다양한 기술보고서

를 국문이나 문으로 스스로 작성함과 동시

에 본인이 발표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국어나 어 구두로 발표하는 능력을 배양하

도록 하여 지식산업시대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대외적으로 충분한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고 표현하도록 하며 국제화 시대

에 국제적인 학술발표나 정보교환 등에 선도

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GC006 English Conversation Ⅰ
Native speaker가 직접 강의를 담당하여 학생

들의 어발음, 듣기 및 말하기의 능력을 배

양한다.

RGC007 English Conversation Ⅱ
English conversationⅠ 강좌에서 배양된 능력

을 바탕으로 대학 및 학부(과)별 학문특성에 

부합되는 어활용능력을 기른다.

RGC009 English Reading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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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효율적인 방법의 교

육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어 텍스트 읽기와 작문 능력을 

배양한다.

RGC009 English Reading Ⅱ
English ReadingⅠ 강좌에서 배양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 및 학부(과)별 학문특성에 부

합되는 어 읽기와 작문 능력을 기른다.

RGC010 Basic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ConversationⅠ 강좌 수강에 필요한 

기초적 어발음,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기

른다.

RGC011 Basic English Reading

English ReadingⅠ 강좌 수강에 필요한 기초

적 어 읽기 및 작문 능력을 기른다.

RGC012 고전세미나  

Seminar in Great Books
대학 신입생들이 고전의 가치를 이해하여 능

동적으로 고전 읽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고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작품 해설이 덧붙여진 고전을 통하여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해독능력 향상, 다양한 분야의 고전들

을 이해함으로써 전공 교육의 심화 학습능력 

향상 및 다른 전공의 고전들을 폭넓게 이해

토록 도움을 주며 학제적 교육의 기본 소양

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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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교양

개설 교과목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역사와

철학
1-2

COR 101

COR 102

COR 103

COR 104

COR 105

COR 106

COR 107

COR 108

COR 109

COR 110

COR 111

COR 112

서양의 지적 전통과 전개

상으로 본 동양사

바다에서 본 동아시아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인물 

한국생활문화사

현대철학과 불교사상의 대화

인도학과 오리엔탈리즘

원효와 퇴계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동서 철학의 이해

비판적․창의적․사고와 실용논리

마음․몸․의식

철학적 인간학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사회와

문화
1-2

COR 201

COR 202

COR 203

COR 204

COR 205

COR 206

COR 207

COR 208

COR 209

COR 210

COR 211

COR 212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

세계화의 이해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동아시아의 대중문화

여성��가족��사회

사이버문화의 이해

언어와 사회

인도사회와 불교

동아시아의 민속문화

한국의 문화공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과학과

기술
1-2

COR 301

COR 302

COR 303

COR 305

COR 306

COR 307

COR 308

COR 309

COR 310

COR 311

COR 312

과학의 역사

현대 자연과학의 이해

생활 속의 생명과학

문명 속의 수학

생활 속의 공학

정보화 기술과 산업

미래의 에너지와 환경

인간과 우주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생태 위기 시대의 불교

성의 과학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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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문학과

예술
1-2

COR 401

COR 402

COR 403

COR 404

COR 405

COR 406

COR 407

COR 408

COR 409

COR 410

COR 411

COR 412

읽기와 비평

우리시대의 문화와 내러티브

정신분석학으로 본 문학과 화

미 대중문학 읽기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중국의 문화와 예술

선과 예술

시각예술과 시각문화

미술의 역사

연극의 이해

음악의 이해

불교미술의 이해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택1

※ 선과 예술(COR407) 과목은 2학기에만 개설

이수방법

  핵심교양은 각 역별로 1개 과목씩 총 4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4개 과목 중 1개 과목은 반드

시 불교 관련 과목(현대철학과 불교사상의 대화, 인도학과 오리엔탈리즘, 원효와 퇴계에게서 배우는 삶

의 지혜, 인도사회와 불교,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생태위기 시대의 불교, 선과 예술, 불교미술의 이해)을 

포함하여야 하며, 한 역에서 1개 과목 이상 이수할 수 없다. 

  단, 공과대학(건축학전공 제외)과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및 산업시스템공학과는 핵심교양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는 2개 역에서 각 1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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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OR101 서양의 지적 전통과 전개  

Intellectual History of Western Europe

서양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지

적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를 낳은 다양한 서

구 사상의 맥락을 파악한다.

COR102 상으로 본 동양사  

Films and Oriental History

이 강좌는 화, 다큐멘터리, 사진, 그림 등의 

상자료를 통해 동양의 역사와 문화를 강의

한다. 기존의 강의에 비해 시각적 측면을 중

시하면서 교수의 강의를 아울러 진행한다. 강

의의 주된 내용은 중국사이지만 다른 역사공

동체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룬다.

COR103 바다에서 본 동아시아의 역사  

East Asia's History Viewed from Sea

수 천 년 간 한․중․일 간에 전개된 역사를 

육지가 아닌 바다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

면서 실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에는 어떻

게 관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하여 모색한다.

COR104 한국의 역사인물  

The People in Korean History

한민족이 수 천 년 간 창조하고 가꾸어온 역

사를 나라나 정치, 경제, 문화 등 시스템  위

주의 해석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했고, 

향을 끼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동

시에 미래에 추구해야 할 모델 가능성을 모

색한다.

COR105 한국 생활 문화사  

Scio-Cultural  History of Korea

본 강좌는 그 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그릇된 

우리의 역사와 문화상 가운데 전통시대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민중들의 삶과 세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당대를 지배하 던 

정신문화의 흐름과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

시키는 데 있다. 역사학은 물론 불교학 내지 

불교사, 사상사, 사회학, 미속학, 문학사, 미술

사학, 여성학 등 제 학문과의 학제적인 연구

와 교육방법을 통해 우리의 생활문화사의 흐

름과 정체성을 정립토록 한다.

COR106 현대철학과 불교사상의 대화  

Dialogue between Contemporary 

Philosophy and Buddhist  Thought

현대 서양철학의 대표 사상가들(독일 2인, 프

랑스 2인, 미 2인)의 사유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사상의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불교적으

로 재해석되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지를 탐

구하며, 이를 통해 동서와 고금이 어우러진 

균형잡힌 지식인의 모형을 창출한다.

COR107 인도학과 오리엔탈리즘  

Indology and Orientalism

동양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 시각들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적 경향을 특히 인도학과 관련

하여 살펴본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이러한 경향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그 극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모색한다.

COR108 원효와 퇴계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Wisdom of Life to Learn from

Wonhyo and Toegye

한국사상의 주축인 불교와 유교의 대표적 사

상가의 사유를 탐색해 봄으로써 사유하는 방

법과 지성으로 사는 법을 묻고 배운다.

COR109 동서 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y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서양이 가까워

지고 있으며, 우리들은 동에 속하건 서에 속

하건 서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근본 이론을 고찰

함으로써 인간 및 이 세계에 대해 폭넓게 이

해해야 하며, 나아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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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대에 타당한 보편적인 세계관을 정립해

야 한다.

COR110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실용논리  

Critico-Creative Thinking & Practical  

Logic

본 강좌의 목표는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 

상황 앞에서 가장 온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

는 사고의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여 실용적으

로 구사할 수 있는 논리를 체득하는 것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각이나 주장, 판단’을 비

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효율적

인 사고의 표준들’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훈련은 대학의 모든 공부 뿐만 아니라 5

급 및 7급 행정․외무․기술 고시 1차 시험

과목인 공직적격성시험(PSAT)준비에 필수적

이다.

COR111 몸․마음․의식  

Mind, Body and Consciousness

인간이 이룩한 문명과 문화는 마음의 산물이

다. 그런데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단순

히 두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작용의 결과물

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의식적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

다. 마음, 몸, 의식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인

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COR112 철학적 인간학  

Philosophical Anthropology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궁

극적인 물음에 답하는 철학적 고찰이다. 이 

궁극적 물음은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탐

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강좌는 ‘죽음학

(thanatology)을 통해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

를 고찰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탐색한다.

COR201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  

Capitalist Society and Culture

자본주의의 기초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자본주의 사회와 대중문화의 욕망구조 및 역

할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도

록 한다. 

COR202 세계화의 이해  

Understanding Globalization

세계화의 본질과 양상을 탐구하고 나아가 세

계화에 의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비판

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COR203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Politics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는 오늘날 보편적 정

치 운  방식으로 평가되는 민주정치의 이론

과 실제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민주정

치의 이론적 기초와 현대 민주정치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COR204 동아시아의 대중문화  

Popular Culture of East Asia

오늘날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중문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수강생들이 동아시아

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COR205 여성․가족․사회  

Women, Family and Society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가족이라는 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변화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하게 되었다. 과거의 주변적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 겪어온 주체적 경험과

정을 통해 가족․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과정을 공부한다. 나아가 가족의 위기가 

곧 사회적 위기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

족과 사회 안녕을 위한 바람직한 여성의 삶

에 대해 모색해 본다.

COR206 사이버문화의 이해  

Cyberspace and Cyber-Culture

사이버공간에서 발현되는 문화와 관련된 여

러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탐색한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문화의 특성, 사이버공간의 정

체성과 신뢰, 언어와 사회적 기억, 공동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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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일탈과 범죄, 여론과 집합행동,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의 쟁점을 포함한다.

COR207 언어와 사회  

Language and Society

이 강좌는 미디어(신문/TV/광고/만화)와 언어, 

사회문화(성/세대/종교)와 언어, 기타 전문

역(사전/이름/실용문)과 언어 등을 주제로 각 

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성과 성격을 파

악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징

을 폭넓게 이해한다.

COR208 인도사회와 불교  

Indian Society and Buddhism

인도에는 카스트(Caste, Jati)제도가 있다. 더

욱이 불가촉민(不可觸民) 문제는 여전히 심각

하다. 이러한 계급제도 타파를 둘러싼 근대의 

두 사상가, 간디(M.K.Gandhi)와 암베드카르

(B.R.Ambedkar)의 대립을 살펴보면서, 왜 사

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불교가 그 대안이 되

는지 추적해 본다.

COR209 동아시아의 민속문화  

Folk Culture of East Asia

동아시아 민속 문화를 역사적, 비교학적 관점

에서 검토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문화적 다양

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민속 문화와의 관

련 양상을 고려함으로써 현대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COR210 한국의 문화공간  

Culture-Space of Korea

근대 한국사회와 문화예술을 ‘공간’이라는 인

식범조를 매개로 이해하는 학제적 과목이다. 

맹목적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지역

과 민족의 공존과 세계의 보편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행, 이산, 도시’라는 공간

과 결부된 세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근대 한

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강의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간을 답사하고 발표 

토론하도록 한다.

COR211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Critical  Thinking of Consumption 

Culture

소비자의 차원에서 가치 지향적 해법을 추구

하는 본 강좌는 소비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

근과 함께 입는 문화, 먹는 문화, 사는 문화, 

여가, 몸, 디지털 문화와 같은 현대 소비문화 

속의 현상을 비판적 접근을 통해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사회 극복을 위한 환경 

지향적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의 실천적 대안

을 모색해 본다. 본 강좌는 대중 화를 통해 

현대 소비문화의 이론과 현상을 파악해 보는 

‘ 화 속 소비문화 엿보기’와 토론주제를 다

루는 ‘소비문화 생각해 보기’등의 접근을 통

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COR212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Brand Communication

본 강의에서는 텍스트언어학과 기호학에 기

반을 두어 브랜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접

근을 하는 동시에 경 학의 포지셔닝 평가모

델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

해 인문학과 경 학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

며, 언어학과 기호학의 현장 적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세 

단계로 나뉜 본 강의에서는 기호학과 브랜드 

현상의 유기적 관계, 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

까지 브랜드 구성의 제반 층위, 그리고 유럽

의 브랜드 포지셔닝 및 평가실습으로 구성된

다.

COR301 과학의 역사

History of Science

고대 중세시대의 과학 기술사를 중심으로 과

학의 발상 및 변천사로부터 과학의 근본을 

알게 하고, 과학혁명시대와 21세기의 중요한 

과학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게 한다. 또한 동양

의 전통과학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에서 발돋

움할 수 있는 긍지를 심는다. 과학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에 장래에 대한 

꿈을 심어준다.

COR302 현대 자연과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Natural 

Science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자연과학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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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새로운 현대 자연과학 이론을 본 강

의를 통해 소개한다. 이 강의를 통해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21세기 첨단과학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미래사회에 지

식인으로서의 파괴되지 않는 인간성의 중요

성들을 학습한다.

COR303 생활 속의 생명과학  

Biological Science for Life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명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각

종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 생명공학의 응용과 

발전, 생태계 내에서의 생명체 간의 상호작용 

등을 기초 수준에서 고찰하고 미래 생명과학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시킨다.

COR305 문명 속의 수학  

Mathematics in Civilization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던 수들이 어

떤 개념이며, 일상생활에 어떠한 향을 미치

고 있는지 나아가 인류    과학 발전에 어떻

게 기여하는지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한다. 또

한 역사상 최초의 수학자인 탈레스로부터 플

라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에 

이르기까지 서양 고대 수학의 역사를 철학, 

문화 예술과의 관련 속에서 살  펴본다.

COR306 생활 속의 공학  

Biological Science for Life

현대 인간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공

학적 기술 및 그것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하여 탐구한다. 이를 통

하여 공학기술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호작용

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 과정과 접한 관계

를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인을 분

석하고 비판함으로써 공학기술이 인간의 삶

에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여 본다.

COR307 정보화 기술과 산업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정보 산업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보화 기술 활용

을 위한 기술적 기초 및 활용 방안을 설명한

다. 또한 기술에 대한 이론적 학습에서 나아

가 정보화 기술이 현대산업에서 담당하고 있

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COR308 미래의 에너지와 환경  

Energy and Environment in Future

본 강좌에서는 화석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향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연

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풍력, 원자력 

에너지 등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향에 

대해 강의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

게 에너지 자원의 소중함과 더불어 이와 관

련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COR309 인간과 우주  

Man and the Cosmos

현대의 지성인의 교양으로 알아야 할 우주의 

역사와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자연철학

의 본질에 대하여 소개한다. 현대 우주론의 

기초, 항성과 은하의 진화, 우주 속의 인간의 

위치, 외계지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강의  

한다. 나아가 우주의 팽창과 나이, 빅뱅이론 

등에 대해 이해하고, 생명체와 같은 복잡한 

물리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의 원리를 학

습한다. 

COR310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Life Science and Buddhist  Moral  

Principles

생명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겨

난 생명복제, 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장기이

식, 사형, 자살 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탐

구해 본다.

COR311 생태 위기 시대의 불교  

Buddhism in the Ecological  Crisis Era

동양의 위대한 사유 전통인 불교와 현대 종

합학문의 총아인 생태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이 시대의 화두인 환경 생태계의 위기 해소

에 기여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 동양과 서

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바람직한 세계관

의 형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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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312 성의 과학  

Sexology

사회적 통계자료를 통한 기존의 접근방법에 

인간의 행동학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을 성에 

접목시킴으로써 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전달하며 성문제에 대한 대처와 스스로 성을 

추구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는 곧 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COR401 읽기와 비평  

Reading and Criticism

이 강좌는 현대적 경험과의 연관 속에서 문

학․문화 텍스트의 특징과 쟁점들을 이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개별 문학․문

화 텍스트가 지닌 수사적 구조를 재구성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표

현하는 능력을 훈련한다. 텍스트 독해 능력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텍스트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COR402 우리시대의 문화와 내러티브

The Culture and its  Narrative in Our  

Time

서사란 하나의 이야기, 즉 시간적 연쇄로 이

루어진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설이 서사

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의 양식이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설만이 이야

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화, 드라마, 광

고, 만화, 역사서술 등은 각기 자신의 예술적

인 관습과 형식에 의하여 이야기를 전달함으

로써 하나의 서사체를 이룬다. 이 강좌에서는 

서사를 전달하는 다양한 예술 양식들이 어떠

한 방법으로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문학과 맺는 관련을 검토함으로써 이

야기가 지니는 역동성과 그 양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COR403 정신분석학으로 본 문학과 화  

Literature and Film: A Psychoanalytic 

Approach

본 강좌는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문학작품과 화를 해

석, 분석하는 비평도구로서의 정신분석학적 

시학을 구조화하여, 문학작품과 화에 나타

난 인간조건의 한계 내에서의 인간 주체의 

인식과 극복과정을 탐구하고 관찰한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21세기형 멀티미디어의 방법론

을 동원하여 새로운 감각의 역간의 경계선

을 넘나드는 학제간 학문연구의 전형을 제시

한다.

COR404 미 대중문학 읽기  

British and American Popular 

Literature

본 강과는 Science Fiction, 탐정소설, 대중음

악 등 미대중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 

예술을 접하면서 첨단 미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독창적인 반응과 논리성을 

로 표현하기 위한 강좌이다.

COR405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Korean Literature and East Asia 

Literature

한국문학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동아시아 

제국의 문학 작품을 사상적․양식적․미학

적․문화적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강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인식함과 아울러 세계문학 혹은 보편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학론을 도출해 

보고, 그 외연으로 신동아시아론의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COR406 중국의 문화와 예술  

A Summary of Chinese Culture and 

Arts

본 강좌는 중국의 문화, 문학, 예술, 사유, 삶

의 방식 등에 관한 필수 사항을 능동적 주체

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21세기 중반 세

계 중심 국가로 부상할 중국에 관한 전문 지

식 섭취의 기초 토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COR407 선과 예술  

Seon and Art

선은 인간 내면의 세계에 대한 관조와 본래 

인간성의 청정함, 고요함의 실현을 위한 일종

의 수행이다. 예술은 인간의 사고와 삶이 아

름답게 실현된 것이며 또한 인간 본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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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드러난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선과 예

술의 두 개념의 이해와 관계성을 생각해 보

는 강좌이다.

COR408 시각예술과 시각문화  

Visual Art  and Culture

미술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하고 있는 문화

적 힘과 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실재하

는 시각예술의 현장을 살펴본다. 미술가, 비

평가, 수집가, 미술관, 갤러리 등의 구성원들

과 함께 미술작품이 탄생되고, 성장하고 유통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하는 미

술’의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찾아간다. 

COR409 미술의 역사

(현대 미술과 함께 찾아가는 미술사)  

History of Art

현대미술은 우리 모두에게 거부감이나 의문

을 남겨준다. 현대미술의 전반에서 느껴지는 

애매모호함을 그 배경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

보며 우리 일상과 함께 하는 현대미술의 역

사를 찾아가 본다. 미술은 ‘눈’으로 보고 ‘마

음’으  로 느끼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미술은 세상을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현대미술의 성격과 성

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뒤샹 이후 앤디

워홀, 재스퍼 존스, 요셉보이스 등 개별적 작

가들을 포함하여 추상미술, 미니멀리즘, 포스

트미니멀리즘 등 어렵고 애매모호한 현대미

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미술과 일상의 

만남을 함께 해 본다. 

COR410 연극의 이해 

Understanding Theatre(Drama)

연극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

서 부각되는 연극의 요소를 연관시킴으로써 

연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연극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의 기초를 제공, 연극예술을 접하는 데 있어

서 질 높은 연극관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COR411 음악의 이해  

Understanding Music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음악을 총괄하여 각 

시대의 음악적 특성과 그러한 음악이 형성될 

수 있었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 음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

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음악작품을 

직  접 감상함으로써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정서 함양을 꾀한다.

COR412 불교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Buddhist Art

불교미술의 정의와 인도, 간다라 불교미술의 

기원과 전개를 살펴보고 서역, 중국, 한국 등

으로의 전파과정을 이해시키며, 불교문화 사

상에서의 불교도상의 특징과 한국불교미술

(불상, 불화, 불교공예, 불교건축)의 전개과정

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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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기초

가. 외국어(학문계열 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수 가능)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

PRI 501

PRI 502

PRI 503

PRI 504

PRI 505

PRI 506

PRI 507

PRI 508

PRI 509

PRI 510

PRI 511

PRI 512

PRI 513

PRI 514

PRI 515

어작문

TOEIC 어

초급 어 회화

기초 중국어

기초 중국어 회화

기초 일본어

기초 일본어 회화

기초 불어

기초 불어 회화

기초 독일어

기초 독일어 회화

기초 러시아어

기초 스페인어

초급 한문

대학기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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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PRI 551

PRI 552

PRI 553

PRI 554

PRI 555

PRI 556

PRI 557

PRI 558

PRI 559

PRI 560

PRI 561

PRI 562

시사 어

중급 어 회화

현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 회화

현대 일본어

현대 일본어 회화

현대 불어

현대 독일어

현대 독일어 회화

현대 러시아어

현대 스페인어

중급한문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계절

PRI 563

PRI 564

PRI 565

PRI 566

PRI 567

*해외 어 연수

*해외 중국어 연수

*해외 일본어 연수

*해외 불어 연수

*해외 독일어 연수

1

1

1

1

1

나. 인문사회계열Ⅰ

불교대학,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 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 사범대

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는 위의 외국어 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해



2007 Course Catalog 

32  

야 함.

다. 인문사회계열 Ⅱ

불교대학, 사회과학대학, 경 대학은 위의 외국어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고 아래 과목을 추

가 이수해야 함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불교

대학

1
PRI 101

PRI 102

불교학의 체계

인도의 철학과 문화

3

3

3

3 3과목 이수

2 PRI 103 선학의 이해 3 3

사회

과학

대학

1-2

PRI 301

PRI 302

PRI 303

PRI 304

정치학 개론

경제원론

사회학개론

행정학개론

3

3

3

3

3

3

3

3

3과목 

선택이수

경

대학

1-2

PRI 302

PRI 305

PRI 306

경제원론

경 학원론

회계원리

3

3

3

3

3

3

3과목 이수

1-2

PRI 307

PRI 308

PRI 309

국제경 통상원론

경 정보학개론

경 통계

3

3

3

3

3

3

2과목

선택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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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

PRI 401

PRI 402

PRI 403

PRI 404

PRI 405

PRI 406

PRI 407

PRI 410

PRI 411

미적분학 및 연습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

응용수학Ⅰ

대학수학Ⅰ

대학생물학 및 실험Ⅰ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

3

4

4

3

3

3

4

4

4

3

3

3

2

2

3

4

3

3

2

2

2

2

2

2

․수학과는 대학수학Ⅰ․Ⅱ,

  물리학과는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화학과는 일반화학및실험Ⅰ․Ⅱ를 

  이수하고 그 외 동일 과목Ⅰ․Ⅱ를

  추가이수

․건축학전공,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는

  동일 과목Ⅰ․Ⅱ를 이수해야 함

  (“대학”으로 시작되는 과목은 제외)2

PRI 412

PRI 413

PRI 414

PRI 415

PRI 416

PRI 417

PRI 418

PRI 421

PRI 422

미적분학 및 연습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일반통계학 및 실습Ⅱ

응용수학Ⅱ

대학수학Ⅱ

대학생물학 및 실험Ⅱ

대학통계학 및 실습Ⅱ

3

4

4

3

3

3

4

4

4

3

3

3

2

2

3

4

3

3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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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연계열 Ⅱ(반도체과학과, 생명과학과, 통계학과)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반도체

과학과

1

2

1

2

1

1

PRI 401

PRI 412

PRI 402

PRI 413

PRI 403

PRI 406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응용수학Ⅰ

3

3

4

4

4

3

3

3

3

3

3

3

2

2

2

6과목 이수

생명

과학과

1

2

1

2

PRI 410

PRI 421

PRI 403

PRI 414

대학생물학 및 실험Ⅰ

대학생물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4

4

4

4

3

3

3

3

2

2

2

2

4과목 이수

1

2

1

2

1

2

PRI 401

PRI 412

PRI 402

PRI 413

PRI 405

PRI 416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

일반통계학 및 실습Ⅱ

3

3

4

4

3

3

3

3

3

3

2

2

2

2

2

2

동일과목

Ⅰ․Ⅱ를

이수

통계학과

1

2

1

2

PRI 411

PRI 422

PRI 401

PRI 412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

대학통계학 및 실습Ⅱ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학 및 연습Ⅱ

4

4

3

3

3

3

3

3

2

2
4과목 이수

바. 자연계열 Ⅲ(식물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공학과)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

2

PRI 444

PRI 445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3

3

3

3
2과목 이수

1

PRI 401

PRI 402

PRI 403

PRI 404

PRI 405

PRI 406

미적분학 및 연습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

응용수학Ⅰ

3

4

4

3

3

3

3

3

3

2

2

3

2

2

2

2

동일과목Ⅰ․Ⅱ를 추가 이수

2

PRI 412

PRI 413

PRI 414

PRI 415

PRI 416

PRI 417

미적분학 및 연습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일반통계학 및 실습Ⅱ

응용수학Ⅱ

3

4

4

3

3

3

3

3

3

2

2

3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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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연계열 Ⅳ(공과대학[건축학전공 제외],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기준 총이수학점

수학

1

2

1-2

1-2

2

2

1

1-2

PRI 401

PRI 412

PRI 423

PRI 424

PRI 425

PRI 426

PRI 427

PRI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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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분학및연습1」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총 6학점) 이상 이수

단과대학별 

최저이수

학점 참조

(단, 전산학 

역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6학점

까지만

인정하나

졸업학점

에는 모두

포함됨)

기초

과학

1

2

1

2

1

2

2

2

1-2

PRI 402

PRI 413

PRI 403

PRI 414

PRI 428

PRI 429

PRI 430

PRI 432

PRI 433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생물학 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응용생물학

지구환경과학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개 과목 이상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

또는「일반화학및실험」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Ⅰ과 Ⅱ를 

모두 이수해야 함

전산학

1

1

1-2

1-2

PRI 435

PRI 437

PRI 438

PRI 439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컴퓨터 응용

비쥬얼 프로그래밍

인터넷 프로그래밍

3

3

3

3

2

2

2

2

2

2

2

2

2개 과목

(총 6학점) 이수

기본

소양

1-2

1-2

1-2

PRI 440

PRI 441

PRI 443

기술과 사회

공학경제

공학법제

3

3

3

3

3

3

2개 과목(총 6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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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연계열 Ⅴ(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기준 총이수학점

수학

1

2

1-2

1-2

2

2

1

1-2

PRI 401

PRI 412

PRI 423

PRI 424

PRI 425

PRI 426

PRI 427

PRI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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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수학」,

「확률및통계학」,

「미적분학및연습Ⅰ」을 

포함해 5개 과목

(총 15학점) 이상 이수

33학점 

이상

이수

기초

과학

1

2

1

2

1

2

2

2

1-2

1

1-2

PRI 402

PRI 413

PRI 403

PRI 414

PRI 428

PRI 429

PRI 430

PRI 432

PRI 433

PRI 435

PRI 439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생물학 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응용생물학

지구환경과학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인터넷 프로그래밍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일반물리학및실험」

또는

「일반화학및실험」중 한 

과목은 반드시

Ⅰ과 Ⅱ를 연속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인터넷프로그래밍」을 

포함해 총 15학점

이상 이수

기본

소양

1-2

1-2

1-2

PRI 440

PRI 441

PRI 443

기술과 사회

공학경제

공학법제

3

3

3

3

3

3

2개 과목

(총 6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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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연계열 Ⅵ(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구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기준 총이수학점

수학

1

2

1-2

1-2

2

2

1

1-2

PRI 401

PRI 412

PRI 423

PRI 424

PRI 425

PRI 426

PRI 427

PRI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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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분학및연습1」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총 6학점) 이상 이수

24학점

이수

(단, 전산학 

역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6학점

까지만

인정하나

졸업학점

에는 모두

포함됨)

기초

과학

1

2

1

2

1

2

2

2

1-2

PRI 402

PRI 413

PRI 403

PRI 414

PRI 428

PRI 429

PRI 430

PRI 432

PRI 433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생물학 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응용생물학

지구환경과학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개 과목 이상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

또는「일반화학및실험」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Ⅰ과 Ⅱ를 

모두 이수해야 함

전산학

1

1

1-2

1-2

PRI 435

PRI 437

PRI 438

PRI 439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컴퓨터 응용

비쥬얼 프로그래밍

인터넷 프로그래밍

3

3

3

3

2

2

2

2

2

2

2

2

2개 과목 이상

(총 6학점) 이수

기본

소양

1-2

1-2

1-2

PRI 440

PRI 441

PRI 443

기술과 사회

공학경제

공학법제

3

3

3

3

3

3

2개 과목 이상 

(총 6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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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RI101 불교학의 체계  

System of Buddhist  Studies

불교의 이해에는 역사적 접근 방법과 철학적 

접근 방법이 있다. 본 강좌는 불교의 철학적 

의미와 교리 그리고 모든 불교적 논의의 근

거가 되는 불교경전으로 원시경전과 대승경

전에 대해 학습한다.  

PRI102 인도의 철학과 문화  

Philosophy and Culture of India

인도의 철학과 불교가 기원․발전해 온 과정

을 이해하기 위해 인도의 정치․사회적 변화

의 배경 속에서 인도의 문학, 예술, 사상, 종

교의 역사를 폭넓게 조망해 준다.

PRI103 선학의 이해  

Understanding Seonlogy

선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알아보고, 대중화에 

수반되는 기초적인 이론을 정립하며, 나아가

서 누구나 쉽게 선에 접할 수 있도록 개설적

으로 강의한다.

PRI301 정치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정치학의 목적, 성격, 대상, 방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소개하고, 정치현상의 본질, 국가, 정

치권력, 정치의식, 정치과정, 정치사상, 정치

제도, 정치발전, 국제정치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 및 방법을 강의한다. 

PRI302 경제원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경제학 전반에 걸친 기초적 이론과 이의 경

현장에서의 응용을 소개한다. 먼저 시장수

요와 공급에 관한 이론을 다루고 수요 공급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응용하는가를 보인다. 

나아가서 시장수요와 공급의 기초가 되는 가

계와 기업의 행동, 요소시장에서의 고용과 가

격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의 

문제를 다룬다. 국민경제의 거시적 측면에서

는 국민경제의 순환 및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과정을 논하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

를 갖는지 분석한다. 

PRI303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사회학에

서 다루어지는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틀

을 이해함으로써 인간행동의 다양성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 사회 현상을 보다 폭넓게 바

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PRI304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국가화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현

대국가에서 공공행정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

식시키고,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에 관한 기초

이론과 앞으로 행정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확립시켜 주는 데 본 강의의 목적이 

있다.

PRI305 경 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시장경제학에서 기업 및 비 리조직이 역동

적인 여러 환경조건하에서 주어지게 되는 조

직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제 과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

한다. 특히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당면과

제를 살펴보며 어떤 형태의 경  패러다임이 

주어져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PRI306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소개하는 회

계학입문 과목으로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이해시킨다. 

PRI307 국제경 통상원론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de and   



2007 Course Catalog 

38  

Management

국제통상학의 입문과정으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무역, 국제금융에 관한 기본이론과 시

장구조를 소개하고 국제기업의 활동과 전략

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PRI308 경 정보학개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기업조직에서 필요한 기획, 운 , 관리 및 의

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과 종류를 학습

하고 구현사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역할에 관

한 제반 이론을 학습한다.

PRI309 경 통계  

Statistics of Business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경 ․경제의 현상을 

설명하고 자료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예측

하는 기법을 학습하며, 경 의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모

수 통계학의 제기법과 모델을 설명하고 통계

적 방법론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응용하는 능

력을 높이는 데 본 강의의 목적이 있다.

PRI401 미적분학 및 연습Ⅰ  

Calculus Ⅰ

이공계 전공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미적분학

을 기초개념에서부터 기본 정리하며, 전공에

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능력, 분석

력 배양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PRI402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Ⅰ

고전 물리학의 전반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물리학적인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특히 고전 

역학적인 운동론, 입자계, 충돌 등을 중점적

으로 학습하여 물리학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물리학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일반물리학 실험은 기본적으로 나타나

는 자연계의 물리 현상을 정량화하는 방법으

로써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실험 자세

를 통하여 물리 현상을 숙지한다.

PRI403 일반화학 및 실험Ⅰ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Ⅰ

화학 전반의 기초 이론, 법칙, 화학반응 등을 

비롯한 그 실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원자, 

분자, 이온, 기체, 액체, 고체, 주기율, 화학결

합론을 다루고 실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도록 강의 및 실험을 한다. 

PRI404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General  Biology and Lab.Ⅰ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많은 생물학적 문

제들 즉, 자연환경의 효과적 보존, 관리, 식량

증산, 인구문제, 오염, 난치병, AIDS, 암, 기타 

성병퇴치를 위한 신소재 약품 개발 등 여러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생물학의 지식을 응용

하는데 있고 생명공학적 측면의 연구, 진전 

정도를 이해시킨다.

PRI405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  

General  Statistics and ExperimentsⅠ

본 강좌는 통계학의 기초 이론에 따르는 다

양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통계적으로 해결하

는 기법을 학습하고, 동시에 이들의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다루고, 통계학의 개념과 의미

를 소개하며 확률분포(이산형 분포와 연속형 

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그

리고, 실습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하

는 기법을 학습하고 통계패키지 사용법을 공

부한다.

PRI406 응용수학Ⅰ  

Applied Mathematics Ⅰ

1계상미분방정식, 2계선형상미분방정식, 고계

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미분방정식의 급

수해법, Bessel 함수와 Legendre 다항식, 비

선형계 안정성, 벡터와 벡터 공간, 행렬과 핼

렬식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PRI407 대학수학Ⅰ  

University Calculus Ⅰ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이수를 위하

여 필요한 미적분학을 기초개념에서부터 기

본정리에 이르기까지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

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을 공

부하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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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논리적, 체계적 사고능력 및 분

석력의 배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한다.

PRI410 대학생물학 및 실험Ⅰ  

University Biology and LabⅠ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시작

으로부터 자연 생태계의 평형에 이르는 광범

위한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적 특징과 주요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PRI411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  

University Statistics and ExperimentsⅠ

본 강좌는 통계학의 개론으로 크게 기술통계

학, 확률과 확률분포로 나누어 지는데 통계학

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고, 확률의 개념과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

해 학습하며 자료의 정리, 통계학표의 작성, 

분포형태, 자료분석등을 컴퓨터 실습을 통하

여 익히도록 한다.

PRI412 미적분학 및 연습Ⅱ  

Calculus Ⅱ

본 강좌는 기초개념에서부터 기본정리에 이

르기까지 엄 한 수학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전공을 공부하

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

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 및 분석력의 배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한다.

PRI413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Ⅱ 

고전물리학의 전반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물

리학적인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특히 열역

학, 전자기학, 전자회로 등을 중점적으로 학

습하여 물리학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물리학

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일

반물리학 실험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계의 물리 현상을 정량화 하는 방법으로써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실험 자세를 통

하여 물리 현상을 숙지한다. 

PRI414 일반화학 및 실험Ⅱ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의 계속으로서 산․염기, 

침전반응, 반응속도,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

분자화학을 다루고 실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

제를 겸비할 수 있도록 강의 및 실험을 한다.

PRI415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General  Biology and Lab.Ⅰ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많은 생물학적 문

제들 즉, 자연환경의 효과적 보존, 관리, 식량

증산, 인구문제, 오염, 난치병, AIDS, 암, 기타 

성병퇴치를 위한 신소재 약품 개발 등 여러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생물학의 지식을 응용

하는데 있고 생명공학적 측면의 연구, 진전 

정도를 이해시킨다.

PRI416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  

General  Statistics and ExperimentsⅠ

본 강좌는 통계학의 기초 이론에 따르는 다

양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통계적으로 해결하

는 기법을 학습하고, 동시에 이들의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다루고, 통계학의 개념과 의미

를 소개하며 확률분포(이산형 분포와 연속형 

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그

리고 실습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하

는 기법을 학습하고 통계패키지 사용법을 공

부한다.

PRI417 응용수학Ⅱ  

Applied Mathematics Ⅱ

벡터 해석, Fourier 급수, Fourier 적분 및 

Fourier 변환, 편미분방정식, 복소수와 복소함

수, 복소 적분, 복소수열, 급수 및 Taylor와 

Laurent의 전개식, 특이점, 유수 및 실적분에

서의 응용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PRI418 대학수학Ⅱ  

University CalculusⅡ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고등학

교에서 배워왔던 미적분학과는 달리 기초개

념에서부터 기본정리에 이르기까지 엄 한 

수학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을 공부하며 접하

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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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능력 및 분

석력의 배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한다. 

PRI421 대학생물학 및 실험Ⅱ  

University Biology and Lab Ⅱ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시작

으로부터 자연 생태계의 평형에 이르는 광범

위한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적 특징과 주요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PRI422 대학통계학 및 실습Ⅱ  

University Statistics and ExperimentsⅡ

대학통계학및실습Ⅰ을 바탕으로 표본분포 이

론과 모평균, 모비율에 대한 점추정 및 구간

추정의 이론을 소개하고, 통계학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인 회귀분석의 기초적인 이론과 분

석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이나 응

용방법들을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PRI423 확률 및 통계학  

Probability and Statistics

본 강좌는 통계학 입문과정으로의 기술통계

학, 확률의 개념과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하고, 표본을 통하

여 최적의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론에 따라 모집단에 관하여 추측‧검정하는 

절차를 학습한다.

PRI424 공학선형대수학  

Engineering Applications of Linear 

Algebra

미적분학및연습Ⅰ과 미적분학및연습Ⅱ를 이

수한 공학, 정보산업 전공 학생들에게 벡터 

공간의 개념도입과 전공에서의 활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PRI425 공학수학 1  

Mathematics for Engineering 1

본 강좌는 미분적분학및연습Ⅰ과 미분적분학

및연습Ⅱ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에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이론들을 중심으

로 전공 이해에 필요한 고등 수학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수학적 사고력과 연습

을 통해 공학 현상을 수학적 문제로 모델링

하고 그 해결능력을 길러 전공에의 응용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강좌는 미분

방정식론과 변환이론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

한다.

PRI426 공학수학 2  

Mathematics for Engineering 2

본 강좌는 미분적분학 및 연습Ⅰ과 미분적분

학 및 연습Ⅱ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이론들을 중

심으로 전공 이해에 필요한 고등 수학을 배

우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수학적 사고력과 

연습을 통해 공학 현상을 수학적 문제로 모

델링하고 그 해결능력을 길러 전공에의 응용

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강좌는 

벡터해석학, 복소해석학에 대해 심도 있게 공

부한다.

PRI427 이산수학  

Discrete Math

유한체계인 디지털 컴퓨터의 구성에 대한 학

습에 필요한 수학적 배경과 컴퓨터 알고리즘

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단계로, 논리, 

수학적 귀납법, 함수 등 소개와 응용 예를 학

습한다.

PRI428 생물학개론  

General  Biology

생물의 기본적인 지식과 응용하는데 생물을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세포 또는 분자 수준에

서 이해하도록 한다. 

PRI429 물리학 개론  

General  Physics

고전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법칙을 이해함으

로써 자연과학 또는 물리학에 관한 교양으로

서의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역학 분야에서

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연 

현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서를 얻고 물리학

의 기본 출발점을 알게 될 것이며, 전자기학 

분야에서는 우리 생활과 접하게 관련된 전

기, 자기 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공부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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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역학 분야에서는 열역학 법칙들을 근거

로 열기관에 대하여 학습한다.

PRI430 화학개론  

Introduction to Chemistry

화학전반에 대한 기초이론, 법칙, 반응 및 변

화의 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원자, 분자의 

세계, 기체, 액체, 고체, 결합의 원리, 생활과 

화학 및 그 이용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시

켜 창의적 사고능력을 유도한다.

PRI431 기초전기전자  

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s

전기 및 전자분야에 대한 현상과 이론을 이

해시킴으로써 공학을 전공하는 수강생은 물

론 타전공자들에 전기전자에 대한 기본지식

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PRI432 응용생물학  

Applied Biology

본 강좌에서는 생물 공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을 이해하고 반응기 및 공정 설계, 분리 정제 

공정시에 생물의 특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조

절되는가를 연계하여 생물학적 지식을 교육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의용 생체 공학이나 생체 

조직공학 같은 분야에서는 인체에 대한 공학

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합성 또는 천연 생체 

재료의 특성에 따른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이

해하여야 하므로 생체 공학 및 재료 공학과 

연계한 응용 생물학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PRI433 지구환경과학  

The Earth and Environment

본 강좌에서는 도시 인구 집중화, 무절제한 

농약사용과 공장폐수로 인한 상수도원의 오

염, 석탄․석유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의 급증으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의 대기오염, 핵실험과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화학물질 

첨가로 인한 식품오염, 선박 사고로 인한 해

양오염 등과 같이 지구 환경이 오염되며 파

괴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의 주체인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와 지구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수질, 대기, 폐

기물, 소음 등의 세부적인 환경 대상에 대한 

오염 현상 및 방지책과 인구, 식량, 자원에 

관한 환경문제, 환경윤리, 환경경제, 환경행

정, 환경교육, 환경운동 등과 같은 환경과 사

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게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발생원인과 이에 관한 방지책의 기본원리를 

숙지토록 하고자 한다.

PRI434 재료과학  

Fundamentals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인간생활의 발전과 진보에 지대한 향을 미

쳐온 재료에 대해 기본 개념 및 원리와 그 

응용에 대해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

라 공학적 측면에서 폭넓게 예를 들어 강의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재료과학 및 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본 강좌에서는 재료과학의 기본 개

념으로서 재료의 분류, 원자구조 및 결합, 결

정질 고체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

지 고체재료인 금속, 고분자, 세라믹, 복합재

료의 구조와 성질, 제조공정 등을 전반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

지향적 신소재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

다.

PRI435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Programming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관련 분야를 공부

하고 실습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며 유용한 언어

를 선택하여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한다. 또

한, 그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

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PRI436 수치해석 및 실습  

Numerical  Analysis and Lab

본 강좌는 효율적인 공학문제를 컴퓨터와 수

치해석을 이용한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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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키운다.

PRI437 컴퓨터 응용  

Computer Applications

컴퓨터 활용능력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이해와 연습

을 통해서 향상되므로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

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데이타베

이스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 및 실습한다.

PRI438 비쥬얼 프로그래밍  

Visual Programming

공학분야의 응용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제

공하기 위해서 비쥬얼베이직 언어에 관한 내

용들을 배워 실제 주어진 문제들을 프로그램

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과 관련된 비쥬얼 베

이직의 기능을 소개함으로써 고급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PRI439 인터넷 프로그래밍  

Internet Programming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을 이해하고 웹 응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의 구

성, 웹 서버, HTML, XML, CGI, Java script, 

Java, VRML, 보안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PRI440 기술과 사회  

Technology and Society

본 강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발전의 상

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엔지니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해토록 하며, 전문기술직으

로서의 엔지니어의 사회적 행위규범과 올바

른 직업윤리관을 형성토록 한다.

PRI441 공학경제  

Engineering Economy

공업투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문제

들은 각 대안별로 각종 비용이나 수익과 같

은 현금의 흐름이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마련이며 현금의 유입․유출량이나 발생시점

도 각기 틀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과 절

차를 적용하지 않으면 올바른 대안의 평가와 

선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학경제에서는 

장차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로

젝트나 투자안의 경제성을 올바르게 평가하

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초적 경제개념과 현금흐

름분석기법, 제반 의사결정기준 등에 대해 공

학분야의 다양한 적용 예를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PRI443 공학법제  

Legal Issues in Engineering

산업, 과학 및 기술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

제(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 기술개발 촉진법, 발명진흥법, 정보화 촉

진 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국가표준기본법, 건

설산업기본법 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양을 개발한다.

PRI444 생명과학Ⅰ  

Life ScienceⅠ

식물 및 미생물에 대한 생명현상 및 생명자

원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PRI445 생명과학Ⅱ  

Life ScienceⅡ

생명과학Ⅰ 강좌에 연속하여 식물, 미생물 및 

생명자원에 대한 학습을 심화한다.

PRI501 어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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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502 TOEIC 어  

Toeic English

실용적인 어교육, 특히 취업에 대비하여 학

생들의 시험 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함을 

그 주요 목표로 하며, 요즘 우리 사회의 취업

전선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토

익 어에 대한 실전 문제풀이와 해설을 통해 

집중적으로 실용적인 시험 어를 강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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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PRI503 초급 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As you know, unemployment among 

university graduates is very high. At the 

same time, English language skills and 

bicultural awarenes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job market. I feel 

it is part of my job to help you find and 

keep jobs requiring you to work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Consequently, this class 

is designed to improve your ability to speak 

English and to learn what you need to know 

to work in an intercultural setting. You must 

work hard to do well.

PRI504 기초중국어  

Elementary Chinese

기초단계의 중국어 구사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본 교과목은 중국어 발음체계, 사성연

습, 기초구문과 문법사항의 이해를 중심으로 

어학기초 실력을 연마하도록 한다. 

PRI505 기초중국어회화  

Elementary Chinese Conversation

기초단계의 중국어 학습을 넘어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교과목은 교양과정의 제2

단계 수준의 구문, 문법, 기초적 중국어 구사

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PRI506 기초일본어  

Elementary Japanese

일본어의 문자 및 발음 등의 구조를 익히고, 

기초적 문법 지식을 연마하여 독해력을 배양

하며, 아울러 일본의 사회,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PRI507 기초일본어 회화  

Elementary Japanese Conversation

초급일본어(기초 문법)를 습득한 자를 대상으

로 정확한 발음과 청취력을 기르고 일본어로 

자신의 의사를 부자유스럽지 않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한다.

PRI508 기초불어  

Elementary French

현대 불어의 기본적인 문법구조와 발음을 습

득하게 하여, 불어학습의 기초능력을 기른다.

PRI509 기초불어회화  

Elementary French Conversation

살아 있는 불어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실용적인 회화능력을 기른다. 시청각실에서 

비디오, 카세트를 활용하면서 행해지는 본 강

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스스로 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PRI510 기초독일어  

Elementary German

독일어를 조금이나마 접해본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기초과정으로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

수법에 의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을 균등하게 발달시키는 데 주

안점을 둔다. 

PRI511 기초독일어회화  

Elementary German Conversation

외국어교육상의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선 듣기능력을 기르기 위한 음운판별법을 

익히고 난 뒤 정확한 조음상의 연습을 반복

함으로써 말하기 및 읽기 능력을 함양시킨다.

PRI512 기초러시아어  

Elementary Russian

현대 러시아어의 어음체계를 이해하고 정확

한 발음습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기본 어

휘와 기본 문법을 습득하게 한다.

PRI513 기초스페인어  

Elementary Spanish

스페인어에 대한 기초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언어의 말하기 능력에 중점

을 두어 기본 어휘 단어를 습득하게 하여 간

단한 작품을 읽을 수 있게 한다. 

PRI514 초급한문  

Elementary Chinese Writing

한문의 다양한 형태와 문체를 익혀 한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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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력을 높인다.

PRI515 대학기초 어  

Basic College English

다양한 생활 어를 통해 기본 어휘를 익히고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첨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독해와 문장력을 높이는 문법

을 제공하고 있다.

PRI551 시사 어  

Current English

제 2 외국어에 대한 정확한 읽기 능력을 통

해서 현재의 국과 미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치학으로부터 경제, 예술, 스포츠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을 통해서 전

반적인 서구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고, 문화적 현상 뒤에 내재해 있

는 인간 삶의 총체적 면을 파악하게 하여 학

생들의 직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PRI552 중급 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As you know, unemployment among 

university graduates is very high. At the 

same time, English language skills and 

bicultural awarenes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job market. I feel 

it is part of my job to help you find and 

keep jobs requiring you to work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Consequently, this class 

is designed to improve your ability to speak 

English and to learn what you need to know 

to work in an intercultural setting. You must 

work hard to do well

PRI553 현대중국어  

Modern Chinese

기초단계의 회화력 구사를 목적으로 하며, 가

능한 한 원어권 교수의 수업을 통해 처음부

터 실전적 회화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준다. 

PRI554 현대중국어회화  

Modern Chinese Conversation

본 강좌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비하여 

중급 정도의 중국어 회화 능력 배양에 두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

정하고, 그에 적합한 표준 중국어 회화를 학

습하고 중국인과의 소통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PRI555 현대일본어  

Modern Japanese

복잡한 문형 및 문법 지식을 확립하고, 어휘, 

작문, 관용표현 및 일본어 한자 읽기 등을 학

습하여, 현대 일본어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도

록 한다.  

PRI556 현대일본어회화  

Modern Japanese Conversation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를 각 

장면별로 케이스를 만들어 회화연습을 하여 

익숙하게 한다.

PRI557 현대불어  

Modern French

불어의 문법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하여, 세부적인 문법지식을 습득시켜, 

불어로 쓰인 전공문헌의 독해를 위한 기초능

력을 기른다.

PRI558 현대독일어  

Modern German

독일어의 주요 품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토대로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초보적 단계의 독일어 텍스트를 학

생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 및 청

취능력을 함양시킨다.

PRI559 현대독일어회화  

Modern German Conversation

본 강좌는 기초독일어회화 과정을 이수한 학

생들을 위한 회화 활용과정으로써 독일인과 

기본적인 일상대화를 원활히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PRI560 현대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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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Russian

기초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좀더 심도 있는 

문법을 습득시키고 문법적인 표현을 습득시

킨다. 

PRI561 현대스페인어  

Modern Spanish

기초 스페인어를 바탕으로 좀더 심도있게 언

어지식을 습득시킨다.

PRI562 중급한문  

Intermediate Chinese Writing

한문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수준 높은 한문 독해 능력을 지도한다. 

PRI563 해외 어 연수  

English Training Overseas

학생들이 어사용권 국가의 인가된 교육기

관에서 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이들 교육기관에서 쓰기

(writing), 말하기(speaking), 듣기(listening), 읽

기(reading) 등, 어능력 4분야에 대한 원어

민(native speakers)에 의해 실시되는 집중적

인 훈련을 받게 한다.

PRI564 해외 중국어 연수  

Chinese Training Overseas

실제적인 중국어 실습을 위하여 방학 기간중 

4주 또는 그 이상의 중국 또는 대만으로의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본 교과는 학교에서의 

수업과는 다른 의미있는 현장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PRI565 해외 일본어 연수  

Japanese Training Overseas

국내에서 습득한 일본어 및 일본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를, 일본에서의 생활을 통해 일본 

문화․사회․경제 등을 체험하여, 일본에 대

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PRI566 해외 불어 연수  

French Training Overseas

학문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의 각종 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언어습득과 

프랑스 체류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예비지식을 파악토록 한다.

PRI567 해외 독일어 연수  

German Training Overseas

독일어 습득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독일어 

사용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국

가적으로 인가된 현지 교육기관에서 원어민 

교수진에 의해 독일어의 정확한 독해, 회화, 

작문 및 듣기 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집중적

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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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교양

개설교과목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

EGC 101

EGC 102

EGC 103

EGC 104

EGC 105

EGC 601

EGC 602

EGC 603

EGC 604

EGC 605

EGC 606

EGC 607

EGC 608

EGC 609

EGC 610

EGC 611

EGC 612

EGC 613

EGC 614

EGC 615

EGC 616

EGC 617

EGC 618

EGC 619

EGC 620

EGC 621

EGC 622

EGC 623

EGC 624

EGC 625

EGC 626

EGC 701

EGC 718

불전의 문학과 사상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의 윤리

선과 인간

불교와 여성

불교와 예술

소설과 문화비평

우리의 옛 시 이야기

삼국유사의 이해

연기와 자기표현

화의 이해

한국미술의 이해

운동과 건강

여성생활체육

성과 철학

유․불․도 철학의 이해

기초컴퓨터 활용과 실습

현대사회의 철학적 이해

한국민족운동사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정치의 이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행정

농촌과 경제

한국사회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인간형성론

환경과 생명

생활과 조경

현대사회와 법

기업과 사회

웹 표준 언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2

사이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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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2

EGC 151

EGC 152

EGC 153

EGC 154

EGC 155

EGC 451

EGC 651

EGC 652

EGC 653

EGC 654

EGC 655

EGC 656

EGC 657

EGC 658

EGC 659

EGC 660

EGC 661

EGC 662

EGC 663

EGC 664

EGC 665

EGC 666

EGC 667

EGC 668

EGC 669

EGC 670

EGC 671

EGC 672

EGC 673

EGC 674

EGC 675

EGC 676

EGC 677

EGC 678

EGC 679

EGC 680

EGC 681

EGC 682

EGC 683

EGC 703

불교와 한국문화

좌선법의 이해와 연습

요가와 자아탐구

불교와 세계종교

인도불교의 기원과 발전

수학개론

불교와 동양문화

시와 예술적 상상력

드라마와 문화

동양의 지혜

고급컴퓨터 활용과 실습

한미관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진과 상

서양미술의 이해

동양미술의 이해

스포츠와 여가생활

한국의 상징과 철학

철학의 기본 이해

심리의 철학적 이해

현대사회사상

성문화의 역사적 이해

동서문화의 교류

역사란 무엇인가

민속학의 이해

정보화사회의 행정

현대사회와 범죄

소비자와 시장환경

북한사회의 이해

환경과 사회

여성학

인간행동의 이해

지구와 우주

건축과 주거환경

인간과 식량자원

숲과 문화

식생활과 건강

현대사회와 광고

소설과 화의 대화

자원, 환경 및 개발

Business English Writing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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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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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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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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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이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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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2

EGC 201

EGC 202

EGC 203

EGC 204

EGC 205

EGC 206

EGC 207

EGC 208

EGC 209

EGC 210

EGC 211

EGC 301

EGC 302

EGC 303

EGC 304

EGC 704

EGC 705

EGC 706

EGC 707

EGC 708

EGC 709

EGC 710

EGC 711

EGC 712

EGC 713

EGC 714

EGC 715

EGC 716

EGC 717

한국문학의 이해

서양문학의 이해

언어학의 이해

논리학 개론

한국사의 이해

동양사의 이해

서양사의 이해

윤리학 개론

예술론

과학 생명 가치

인류학 개론

법학 개론

매스컴과 사회

지리학 입문

광고학 입문

수

헬스

골프

밸리댄스

요가

댄스스포츠

째즈댄스

승마

배드민턴

탁구

농구

호신술

택견

태권도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계절학기도 개설

계절학기도 개설

계절
EGC 156

EGC 719

산사의 생활

스키

1

1



교양과정

49

■ 교과목 해설

EGC101 불전의 문학과 사상  

Literature and Thought in Buddhist     

Classics

인생과 우주에 대한 깊이 있는 진리 철학을 

미려한 산문과 흥겨운 운문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불교경전, 특히 붓다의 순수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근본불교경전에서의 문

학과 사상을 음미하면서 대학인으로서의 깊

은 교양을 함양케 한다.

EGC102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Religious Understanding of Buddhism

불교의 제교설과 문화에 대한 종교학적 조명

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하는 종교

성과 그 다양한 표현현상을 이해하고 종교적 

인간으로서 자각을 심화시켜 삶의 궁극적 의

미를 찾아 갖게 한다. 

EGC103 불교의 윤리  

Ethics of Buddhism 

올바르고 값진 인간 삶의 길을 알기 쉽게 구

체적으로 불교에 의해 가르쳐 실행에 옮기도

록 한다. 특히 세계․인생․자연의 참된 가치

를 깨달아 깊게 사랑하고 존중 화동하는 품

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언제나 국가․사회․

가정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선행(십선업․사

무량심․사섭법 등)을 실천하고 인류사회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도록 가르친다.

EGC104 선과 인간  

Seon and Person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

게 만들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인간의 심성은 

무참하리 만큼 황폐화되고 말았다. 본 강좌는 

상실된 자아를 찾아 인간성을 회복하여 사회

와 인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GC105 불교와 여성  

Buddhism and Woman

불교의 여성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불교와 여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확고한 자

기정체성을 갖도록 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

범이 되는 불교적인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EGC151 불교와 한국문화  

Buddhism and Korean Culture

한국문화 형성에 끼친 불교의 향과 한국불

교의 전개양상 그리고 불교문화의 우수성 등

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

루어온 불교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 인식시

킨다.

EGC152 좌선법의 이해와 연습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Buddhist Meditation

생명의 초월적인 힘과 미래의 생을 자각하고,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참된 세계인․

한국인의 자긍심을 형성하기 위함이 본 강좌

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EGC153 요가와 자아탐구  

Yoga and Self-realization

‘요가’란 명상(定)에 의해 참다운 나와 실재에 

대한 인식(慧 혹은 智)에 이르는 이론과 실천

법으로서, 본 강좌는 힌두요가, 불교요가, 더 

나아가 선불교까지 포함한 보편적 의미의 요

가에 대해 교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발견

과 자아실현을 돕고자 한다.

EGC154 불교와 세계종교  

Buddhism and World Religions

근래에 종교다원주의는 종교간의 차별성과 

반목을 지양하고, 공통적 가치 체계와 사유 

방식의 비교 검토를 통해 세계 종교의 조화

로운 공존과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주요 종교를 불교와 비교하

면서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세계 종교에서의 불교의 위상과 가치

를 재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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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155 인도불교의 기원과 발전  

Origin and Development of Indian 

Buddhism

본 강좌는 불교에 대한 근본적이고 보다 정

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의 불교발생의 배경과 기원, 그리고 

초기-부파-대승- 교에로의 발전과정을 포괄

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EGC201 한국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에 관한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

좌. 한국 문학의 대표적 명작 강독을 중심으

로 한국 문학의 역사,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

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EGC202 서양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Literature

인간의 존재 상황(human predicament of 

existence)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리스 비극

으로부터 미, 프랑스, 독일의 시문학 그리

고 현대의 부조리 문학에 이르기까지 서구인

들이 이를 어떻게 형상화하 는지 살펴본다. 

대부분의 인간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사

리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자기의 처지를 충분

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교적 편안하

게 살아간다. 그리하여 자신의 시공간상의 유

한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문학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나 시에 나

타난 화자들은 유한한 인간과 원한 타자

(자연) 사이에 벌어져 있는 도저한 심연에 현

기증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그리거나 노래한

다.  강의 소개 포함하여  첫 5주는 국, 미

국, 프랑스, 독일의 시문학을 소개한다. 그 이

후 9주 동안은 그리스의 비극을 비롯한 소설, 

희곡 작품의 통독에 초점을 맞춘다. 

EGC203 언어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Linguistics 

언어학의 하위부문에 해당하는 문법론, 의미

론, 음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GC204 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Logic 

논리적 사고나 추론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사고나 추론을 하는 것이다. 타당한 사고나 

추론을 분간해주는 원리와 방법을 익힌다. 

EGC205 한국사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나날이 고속화․급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 역사가 지닌 소중함과 

중요성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진단해 본다. 한국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사실을 올

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사

회와 세계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나아가 미래 

사회의 안목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EGC206 동양사의 이해 

Understanding Asian History

동양의 전통 문화와 그 역사를 쉬우면서도 

흥미 있게 강의함으로써 서양에 대한 동양 

역사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며,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GC207 서양사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History

서양사의 학문적 특성과 사회 경제적 성격을 

이해하고 시대구분에 의한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역사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서양 문화에 관

한 제 학술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역사학계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GC208 윤리학개론  

Introduction to Ethics

도덕 판단과 관련된 기본적인 윤리학설과 원

리들을 소개하고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구체

적인 윤리문제들을 검토한다. 

EGC209 예술론  

Theory of Arts

예술전반의 의의와 개념들을 파악하여 예술

적 안목을 기르고 창조적 발상의 기틀을 길

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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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210 과학․생명․가치  

Science․Life․Value

과학의 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것이 생명과 

가치이다. 과학과 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EGC211 인류학 개론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본 강좌에서는 인류학의 학문적 위치, 타학문

과의 관계, 인류학의 특성 및 하위 분야, 인

류학의 방법론, 현지조사의 탐구, 인류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국제사회에서의 서로 상이한 문화 

접촉, 충돌 등의 문제 탐구, 경제 행위, 종교 

행위 등의 다양성 인식 및 이해, 인류학과 제

3세계, 제4세계와의 관계, 현대 사회에서의 

인류학적 문제 및 인류학을 통하여 본 미래 

사회의 조명 등이 주요 개요로 다루어질 것

이다.

EGC301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교양으로서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

게 법학의 기초이론과 법학의 각 분과 즉 헌

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형사소송법, 노동

법, 국제법 등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게 함으

로써 학생들의 법적 사고력(Legal mind)을 길

러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GC302 매스컴과 사회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현대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양식을 규정하

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90년대에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 방송과 더불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로서 뉴미디어, 멀티 미디어

의 등장은 대중들로 하여금 매스 미디어를 

새롭게 접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강의는 

현대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

능과 의미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를 위하여 매스컴의 개념과 과정을 정의하고, 

매스컴의 다양한 존재 형식들을 살펴보고, 매

스컴과 사회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매스컴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

키고자 한다. 

EGC303 지리학입문  

Introduction to Geography

지리학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과학적, 

계통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지

니고 있지만, 지리학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자체라는 측면에서는 대

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학문이다. 교양지리적

인 측면에서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로 하여금 지리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

가서 전문적인 분야의 지리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EGC304 광고학입문  

Introduction to Advertising

광고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과

목이다. 광고와 관련 분야, 즉,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Creativeness의 측면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광고의 의미, 광고 관련 조직의 현

황 및 광고 전략의 개요를 소개한다.

EGC451 수학개론  

Introduction to Mathematics

벡터, 벡터의 내적, 벡터의 외적과 응용, 행

렬, 행렬식, 벡터 공간, 1차 변환, 고유값 등

을 공부한다.

EGC601 불교와 예술  

Buddhism and Arts

석존의 깨달음 세계와 자비정신이 함축 표현

된 건축, 조각, 음악, 미술, 무용, 공예, 문학 

등의 수많은 불교예술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종교와 예술이 인간 정신생활을 어떻게 순화 

성숙시키고 값진 향을 미쳤는가를 시대적

으로 추이, 검토, 이해시켜 지성인으로서 폭

넓은 교양을 갖추도록 한다.

EGC602 소설과 문화비평  

Fiction & Culture Critics

국내․외의 소설 읽기를 통해 소설론과 현대

의 다양한 비평이론을 이해하고, 더불어 동시

대의 현대문화에 대한 비평적인 안목을 연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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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603 우리의 옛 시 이야기  

Readings of Korean Classical Poetry 

한국문학의 고전적인 국문시가 및 우리 한시

를 감상하여 옛시의 양식적․정서적 특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옛 시가에 반 된 

전통적 정서를 환기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사유양식을 이해하여 한국

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GC604 삼국유사의 이해  

Understanding Samguk Yusa

우리 나라의 대표적 고전 중의 하나인 삼국

유사의 심층적 읽기를 통해서 역사․종교․

문학․미술․민속 등 한국고대문화의 원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

EGC605 연기와 자기표현  

Self-expression through Acting

기초적인 연기훈련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정확히 표현하

는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감을 기르며 타인과

의 상화관계를 원활히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EGC606 화의 이해  

Understanding Cinema

화의 탄생배경과 역사 그리고 그 향력을 

연구하여 화의 사회, 정치적 기여도를 알아

본다.

EGC607 한국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Arts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한국미술을 화론과 시

대상황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중요작가와 작

품들을 고찰하여 한국미술의 대체적인 흐름

을 파악하게 하며 예술감각을 함양시킨다.

EGC608 운동과 건강  

Sports and Health

과학 문명의 발달로 오늘날 인간에게 미치는 

움직임 자체는 극도로 소극적인 행동반경으

로 인체에 미치는 향은 크다고 볼수 있겠

다. 건강한 삶을 위키 위해 시대적으로 필

요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작용

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고, 여가

시간을 활용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운동

의 실제 장을 제공한다.

EGC609 여성생활체육  

Physical  Education for Women's      

Living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양소, 즉 적극적

인 사회활동을 위케 하기 위해서 여성의 

생리에 알맞는 신체운동을 제공함으로써, 균

형있는 발달은 물론 운동수행 능력을 함양하

고, 건전한 사고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지

케 한다. 

EGC610 성과 철학  

Sex and Philosophy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성(sexuality)과 결부되

어 있으며 이런 사회 문제, 제도를 변화시키

려는 노력 이면에서 문화적 실천노력들이 이

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sexuality)은 결코 사

적인 문제 역이 아니다. 본 강좌에서는 성

(sexuality)의 문제와 관련된 상징, 법, 제도를 

둘러싼 공방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중심 개념, 인식 틀을 제공한 

철학적 논의를 이해하고자 한다. 

EGC611 유․불․도 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Buddhism․Taoism

본 강좌에서는 서양의 사유 양식이 갖는 한

계를 대체하고, 인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새로운 틀로서 동양의 사유 양식들

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며, 최

근의 환경 문제나 인간 관계 문제들을 바라

보는 동양의 시각이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것인지에도 관심을 갖고 현실에 발딛고 서 

있는 실존의 문제를 동양의 시각에서 다루어 

본다.

EGC612 기초컴퓨터활용과실습  

Elementary Computer Application 

Laboratory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의 구성, 인터넷 및 

WWW의 구조를 소개하고,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HTML 언어 및 대학 학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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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은 물론 졸업 후 사회에서도 매우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서인 Microsoft 

Word,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Microsoft 

PowerPoint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강의한다. 

EGC613 현대사회의 철학적 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odern Society

현대의 중심된 정치 및 사회이론에 대한 이

해와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한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이론 및 자유, 평등, 정의, 국가 등에 대

한 고찰을 한다.

EGC614 한국민족운동사  

History of Korean National Movement

한국민족이 근대적 변혁과정에서 조우한 일

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민족독립운동을 

주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대적 과제를 이

해하려는데 열쇠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한국민족운동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민족의식

의 고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EGC615 한국의 전통문화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한국 역사속에 나타난 여러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떤 요소들의 향을 

받아들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전해져 왔는가

를 살펴봄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의 복합성과 유구성을 인식하게 한다.

EGC616 한국정치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Politics

본 강좌는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정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정치권력, 정치

제도 그리고 정치문화 등이 역사적으로 어떻

게 변화/발전해 왔는지를 검토하여 한국정치

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국정치의 

제반 과제들과 그 해결책을 살펴본다.

EGC617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nd 

Korea

국제정치사를 중심으로 약 2세기에 걸쳐 형

성되었던 세계질서의 형성, 변화, 위기 및 붕

괴에 이르는 제 과정을 개괄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정확

한 이해와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한국

의 인식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EGS 618 지방자치와 민주행정  

Local Autonomy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현대행정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이론

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와 민주행정”

에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기초지식을 습득

함으로써 급격한 행정환경 하에서 문제해결

자로서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GC619  농촌과 경제  

Farming Village and Economics

산업화에 적응된 농업 및 농촌의 기능을 활

성화하고 국민식품 공급의 안정이란 국민 경

제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배경과 이론을 학습한다. 

EGC620 한국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현대 민족사를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짚어가면서 이 민족사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구조에 내린 발자취를 분석․발

견․계승하고,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역사의 

진보가 담보되도록 개혁시키기 위해 이론적, 

실천적 고뇌를 다함께 하고자 한다. 

EGC621 사회복지의 이해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사회복지와 사회정책에 관한 일반이론과 한

국 사회에서의 구체적 복지제도화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보고, 한국적 복지 국가 

성립에 관한 문제와 가능성을 이론적 관점에

서 조명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EGC622 인간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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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Character Formation

인간형성론은 인간이 한 인격으로서 성장되

어가는 과정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체계화하

기 위한 강좌이다.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정형

화된 교육체제 이외에도, 인간 삶의 전과정이 

인간형성의 동인과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

한 의미의 인간적 삶을 환언하면 교육현실이

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실은 일종의 자각적 

현실로서, 이의 통찰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와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강

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설되었다.

EGC623 환경과 생명  

Environment & Life

환경과 생명의 개요와 연구방법을 교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어

떠한 향을 미치고 자연환경이 인간에 의해 

어떻게 오염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자연환경의 

오염방지와 이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이해시킨다.

EGC624 생활과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for Living

조경공간은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기능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형태

의 생활공간으로 형성된다. 생활과 조경 강좌

는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의 조경양식과 우리나라의 전통조경을 

소개하며, 또한 현대사회의 녹지공간과 생활

공간에서 표현되는 주거환경과 조경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EGC625 현대사회와 법  

Law for Modern Society

현대 시민사회의 제반현상에 대한 반성을 통

해 상호신뢰와 건전한 사회적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을 통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 부합하

는 법적 인간상의 정립과 준법정신 함양 및 

실생활에 필요한 법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EGC626 기업과 사회  

Business Organization and Society

사회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경제의 산업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꼭 기업을 관

리하는 입장이 아닌 경우에도 기업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기업의 역

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강좌대상이 경

학을 전공하지 않는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므

로 1부에서는 사회 속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

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2부에서는 기업

의 내부 기능들을 살핌으로써 기업이 어떠한 

틀 속에서 운 되는 지를 알아본다. 3부에서

는 기업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 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기업이 운 되

어야 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정리한다.

EGC651 불교와 동양문화  

Buddhism and Oriental  Culture 

인도에서의 불교의 성립․발전과 그것이 중

국․한국 등지로 전파․수용되면서 동양문화 

전반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가를 개관하여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온 불교문화의 위

상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한다.

EGC652 시와 예술적 상상력  

Poetry and Artical Imagination

현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현대시를 추동시

키는 다양한 맥락들을 함께 알아야 한다. 즉 

음악, 미술, 화, 사진, 대중문화 등 예술문

화와 철학, 역사, 정치․경제, 윤리 등 인문학

에 대해 일정 정도의 소양이 있어야 현대시

를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근래 현대시의 주요 성과들을 중심으로 

타 예술문화 및 인문학과의 연관성 및 교섭

과정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현대시의 주요 

쟁점 및 지향할 방향에 대해 탐구한다.

EGC653 드라마와 문화  

Modern Drama and Contemporary 

Culture

본 강좌는 연극(희곡), 화(시나리오), TV드

라마(대본) 등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극예술로서의 드라마 개념 및 

형성소와 형성원리에 대한 이론 학습과 탁월

한 완성도를 지닌 여러 편의 드라마 텍스트 

강독 병행을 통해 현대 드라마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감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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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

EGC654 동양의 지혜  

Wisdom in the Oriental  Classics

오랜기간 우리의 정신문화를 형성해온 동양 

고전들이야말로 전공을 불문하고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의 보물창고이다. 본 강좌에서

는 중국의 명저들을 텍스트로 그 안과 밖을 

세 히 고찰을 통해 동양적 사유의 지혜를 

습득한다.

EGC655 고급컴퓨터활용과실습  

Advanced Computer Application 

Laboratory

대표적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그룹인 스프

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Microsoft 

Excel과 Microsoft Ace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및 응용기법을 강의한다. 스프레드시

트를 이용한 자료의 표현, 분석 및 리포팅 작

업과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는 내용을 배운다.

EGC656 한미관계: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The Korean-American Relations:

Past,  Present,  and Future

본 강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러 한미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되는 시기에 한

미관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함으

로써 현재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향후 

21세기 한미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

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EGC657 사진과 상  

Photography & Image

현대는 디지털 사진, 비디오 등과 같은 상

매체들이 미술에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서 상의 기본개념과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적인 사용방법을 학습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제작업에 응용하게 한

다. 또한 일상에서의 상이미지에 대한 조형

적 심미안을 확대시킨다.

EGC658 서양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Arts

서양미술의 성립과정과 시대적 배경을 개괄

하고 중요한 미술작품과 작가들을 고찰하여 

서양미술의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

점을 둔다.

EGC659 동양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Oriental Arts

동양미술 고유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시대별 

흐름 및 주요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한다.

EGC660 스포츠와 여가생활  

Sports and Leisure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얻게 하고 교

양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스포츠 

및 신체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의 활동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GC661  한국의 상징과 철학  

Korean Cultural  Code and Philosophy

한국 철학을 소개함에 있어 개론 방식이나 

철학사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탈피하여, 한국

인의 삶과 의식에 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징들을 통해 전통 철학을 재인식하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재고하며, 이를 통

해 현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둔다.

EGC662 철학의 기본이해  

Basic Understanding of Philosophy

일상적으로 흔히 제기되거나 될 수 있는 문

제들을 전통적 철학과 연관지어 다룬다.

EGC663  심리의 철학적 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ind

마음, 의식,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한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뇌와 동일

한가? 의식의 특성은 무엇인가? 컴퓨터는 생

각할 수 있는가? 심신이원론, 행동주의, 심신

일원론, 기능주의, 인지주의, 지향성 등의 고

전 및 현대의 중요한 개념과 이론을 고찰한

다.

EGC664 현대사회사상  

Theories of Modern Social Thought

본 강좌는 인문학 전공 기초적 성격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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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이다. 20세기 사회사상의 흐름을 개관함

으로써 현대 철학․사회이론의 핵심적인 논

의를 파악하고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 교과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20

세기 학문사의 중요한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

하며, 20세기 철학․사회․정치학 분야의 주

요이론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GC665 성문화의 역사적 이해  

Historical Understanding of Sexual 

Culture

성(性) 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계속되어지

는 오늘날 금기시되던 ‘성(性)’을 모든 분야의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토론함으로써 성(性)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 ‘성’에 대한 진지

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표

가 있다.

EGC666 동서 문화의 교류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본 강좌는 기본적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깊

고 넓은 안목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그에 따라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양(아시

아)과 서양(유럽)문화의 발생 배경과 함께 양

문화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교류하

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GC667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and Histography

역사 발전과 현실에 대한 보편 타당한 견해

와 건전한 비판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역

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서양의 주요한 역사 저작들을 통해

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EGC668 민속학의 이해  

Understanding Folklore

한국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문화적 요소들

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떠한 요소들의 

향을 받아 오늘날의 모습으로 전해져 왔는가

를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EGC669 정보화사회의 행정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al Society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패

턴이 변하고 편익이 증진되는 반면, 예기치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국민복지 향상과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서

는 행정이 이를 효과적으로 생산, 통제, 배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를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공익과 국가발전 

및 개인의 자유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한다.

EGC670 현대사회와 범죄  

Modern Society and Crime

현대에 이르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

죄와 사회문제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EGC671 소비자와 시장환경  

Consumer and Market 

오늘날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소비자문제가 보다 복잡

하고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생산자 

중심, 공급자중심, 양적 성장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생활중심, 환경, 질적 성장중심으로 전

환해야할 시기이다. 현대 소비자시장은 대량

생산, 공급, 소비로 소비자와 시장의 상호작

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확대․중요

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환경과 소비

자문제를 이해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소비자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을 모색해 본다. 

강의 목표: 1) 소비자문제와 시장환경을 이해

한다. 2) 상품, 광고 및 유통구조를 이해한다. 

3) 소비자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4)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형성방안을 모색한다.

EGC672 북한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North Korea Society

��북한사회의 이해��는 분단 50년이 지난 현재 

북한주민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

는 시각을 갖도록 북한의 정치체제․주체사

상․경제체제․사회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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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북한 화 감상, 

북한소설을 읽기, 탈북자와의 만남 등 다각적

인 방법으로 북한사회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 현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동질

성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질화 극복의 

방향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EGC673 환경과 사회  

Environment and Society

현재 더욱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문제

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 이것이 현대 사회속

에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장기적인 해결책과 

대안책은 무엇인가를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논의하여 생태학적으로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EGC674 여성학  

Theory of Women's Studies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여성과 남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재조명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과 ‘여성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을 통해 실천적 과제를 끌어내고자 한다.

EGC675 인간행동의 이해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인간행동의 특성과 전반적인 연구 역, 이론

적 관점을 소개하고, 특히 행동의 발달, 학습, 

동기, 인지작용, 적응 등과 같은 인간행동의 

기본 기제를 이해케하며, 대인관계 등 행동발

달의 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부적응의 치료문

제 등을 다룬다. 

EGC676 지구와 우주  

Earth and Universe

우주 공간 상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를 인식

하고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지구, 인간의 의미와 그 미래에 대해 조명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를 인간의 삶의 공

간으로서 인식하고 지구의 탄생, 변화, 그리

고 그 미래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

고 있는지를 환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EGC677 건축과 주거환경  

Architecture and Housing Environment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수강자에게 건축문화

와 기술, 주거생활과 주택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힘으로써 장차 사회각계의 지도자로서 필

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추게 한다.

EGC678 인간과 식량자원  

Human & Food Resources

식량자원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진단

하고 인간생활에서 식량자원이 미치는 역할 

등을 강의한다.

EGC679 숲과 문화 

Forest and Culture

삼림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직․간접적 효용

에 의해서 창출되는 물질적 가치와 문화 및 

윤리적 가치 등에 대한 삼림의 기원 및 발달

과정, 삼림자원의 조성과 이용발달에 따른 인

류문명의 삼림문화 변천 및 특성을 삼림문화

사적으로 강의함.

EGC680 식생활과 건강  

Diet and Health

사람이 건강이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건전한 식생활이다.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입는 음

식과 음식물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과 양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각종 성인병과 

양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함으로서 전 생애를 통

한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대

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가는데 필

요한 지식을 함양토록 한다. 

EGC681 현대사회와 광고  

Contemporary Society and Advertising

현대사회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

을 조명하고, 광고의 본질적 기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광고가 사

회에서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 문화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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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기능, 사회적 기능들의 특징을 살펴봄

으로써, 광고의 역할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해

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EGC682 소설과 화의 대화  

Conversation of Novel & Movie

본 강좌는 문자예술인 소설과 상예술인 

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여 디

지털 정보화사회에 문학과 화의 올바른 이

해와 새로운 담론 생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EGC683 자원, 환경 및 개발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과학, 공학, 기술 등이 인간의 사회생활과 기

타 생활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

에 있어서, 과학과 공학의 현 주소와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사회과학과 공학을 전공 학생들에게 전문 지

식과 소양 그리고 사회에서 사용할 과학과 

공학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고찰과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EGC701 웹표준 언어

Web Standard Languages

인터넷의 웹에서 사용되는 표준 마크업 언어

들에 대하여 다룬다. 웹에서 많이 사용되는 

HTML과 DHTML, 그리고 이에 관련된 언어들

에 대하여 공부하며, 웹과 전자상거래에서 주

로 활용되는 XML과 이에 관련된 언어들, 그

리고 무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마크업 언어

들에 대하여 공부한다. 

EGC703  Business English Writing 

본 강좌는 어 쓰기의 현실화를 주 목적

으로 문편지, 문이력서, 문 전자메일, 

보고서 등, 개인적 상황(letters or personal 

situations), 업무적 상황(business situations),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s)에서 쓰여지는 

어 쓰기를 그 중요대상으로 한다. 또한 가

상공간에서 실용적인 업무적 어 쓰기

(Business English)를 학습하기 위해서 워드 

프로세싱과 인터넷 접속 및 검색 등의 기술

적인 기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주지시키는 

교육도 겸한다.

EGC704  수

Swimming

수 의 기능과 지도법을 충분히 익히고 물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통해 건강, 여가생활, 

예절의식, 안전관리를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

을 둔다.

EGC705  헬스

Health

체력육성의 각 체력 요소별 트레이닝 방법에 

접근하여 과학적인 체력 육성 및 트레이닝을 

함으로서 경기력 향상을 꾀하며 경기력 향상

과 부상예방을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다.

EGC706  골프

Golf

대중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실기 수행능력과 

기본적 지식을 숙지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EGC707  밸리댄스

Belly Dance

밸리댄스는 전통적으로 맨발로 춤을 추는데 

이는 이 춤 자체가 어머니 땅에 경의를 표하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에 

맞춰 안무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

해 복부 근육과 힙과 가슴을 매끄러우면서 

흐르는 듯하고 복잡하면서 허리를 감각적으

로 움직이는 춤으로 다이어트 효과 및 신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줄수 있는 춤임

으로 이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여 다이어

트 뿐 아니라 터키음악에 맞춰 창작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표가 있다. 

EGC708  요가

Yoga

건강한 정신을 담은 육체의 구조와 기능을 

요가자세의 실기를 통하여 직접적인 느낌으

로 파악하며, 그에 따라 심신의 자기제어가 

가능함을 이해한다. 요가자세는 동작의 완성

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특정한 자세를 통하여 

의식의 집중을 이루고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화를 추구하는 심신 수행체계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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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세들을 익혀야 하는 것보다는 능력에 

맞는 깊이 있는 자기 느낌을 살피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GC709  댄스스포츠

Dance Sports

댄스 스포츠는 예술과 스포츠 역을 포괄하

는 종목으로 요즘 생활 체육의 한 분야로 크

게 각광 받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댄스 스

포츠의 보급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시간

의 활용을 도모하며 대학인으로서의 교양적 

자질을 갖는데 의의를 둔다.

EGC710  째즈댄스

Jazz Dance

재즈댄스는 음악을 통하여 신체의 아름다움

을 느낄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

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력을 

단련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대중운동으로

서 멋진 체형을 유지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재즈댄스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EGC711  승마

Equestrian

승마의 기본자세와 기술습득 및 인마일체에 

대해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다

EGC712  배드민턴

Badminton

배드민턴의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경기

규격 및 규칙 등을 습득하여 다른 이를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GC713  탁구

Table Tennis

탁구의 기본자세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 

Forehand stroke, Short, Cut을 중심으로 해서 

탁구 전반에 걸친 기술습득과 탁구에 필요한 

민첩성, 순발력, 반사능력, 판단력을 길러 준

다. 또한 탁구경기의 규칙을 익히며 탁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길러준다.

EGC714 농구

Basketball

농구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해시키고  

기본 기술 및 수행 능력을 갖게 한다. 또한  

농구 경기의 심판법 및 운  능력을 갖게 한

다

EGC715 호신술

Hosinsul 

호신술을 통하여 유사시 자신의 몸을 보호하

고 위험을 미연에 봉쇄 할 수 있는 기술습득

과 체력강화하고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완전

한 방어능력과 자신감고취하고자 한다.

EGC716 택견

Taekkyon

택견에 대한 기초 이론과 기본동작의 교습과 

택견경기지도의 실제를 ㄹ학습케하여 향후 

중등체육교과과정에서 택견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기초역량 배양한다.

EGC717 태권도

Tae Kwon Do

태권도의 전반적인 습득보다는 현실 감각에 

맞는 맞고 차고(self defence)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각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레벨을 

파악하여 맞춤식 수업 진행을 목표로 한다.

EGC718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Scienc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해하게 하며, 발명의 법적보호방법 등 지식재

산권전반에 관한 사고함양을 목표로 한다

EGC156 산사의 생활  

Life in Buddhist  Temple

속세를 벗어나 산사에 들어 스님들과 똑같이 

제반 불교의식을 행하며, 실천수행을 통해 자

아를 되돌아  보며, 이러한 종교적 체험으로 

창조적인 미래상을 가꾸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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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개발  

개설교과목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
DEV 021~030

DEV 013

Freshman Seminar

여대생의 자기개발과 진로 탐색

1

2

1

2

시간표 참조

2 DEV 012 여성의 진로 탐색과 커리어 개발 2 2

1-2

DEV 001

DEV 002

DEV 003

DEV 004

DEV 005

DEV 006

DEV 007

DEV 008

DEV 009

DEV 010

DEV 011

DEV 051

DEV 052

DEV 053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인간관계향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취업실전 특강

21세기 Leadership(경제사회)

21세기 Leadership(과학기술)

21세기 Leadership(문화예술)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여성리더와의 대화

비즈니스협상스킬

갈등관리

창의력개발

1

1

1

3

2

1

1

1

1

1

1

1

1

1

1

1

1

3

2

2

2

2

2

1

1

1

2

2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사이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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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DEV001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Business Presentation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및 준비 

Process별 실무 기초 교육으로 설득력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스

킬을 익혀서 프리젠테이션의 질을 향상시킨

다. 

DEV002  인간관계향상 

Improving Human Relationships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

램은 많은 종류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교류

분석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간관계 진단을 통

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을 실예를 들어 강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DEV003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Problem Solving & Decision-Making

우리의 삶은 곧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연속

이라 할 수 있다.특히 생활의 터전이 되는 직

장은 모든 문제의 집합체이며 어떻게 그 문

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각자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본 

강좌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선택하여 의사

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DEV004  진로설정과 의사결정 

Career Goal and Development

21세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확실한 미

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하고 경

력관리를 하기위한 기초학습을 제공한다. 또

한 교양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자질과 역량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연구하고, 직업 현장과 비즈니스 현실에

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갈등을 살펴봄으로

써 직무수행을 위한 정신자세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과 미래 직업의 선택, 자

아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경력 개발, 비즈

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개발, 다양한 Soft 

Skill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DEV005  취업실전특강 

Seminar for Basic Job Performance

3,4학년에서 곡 익혀야 할 취업에 필요한 실

직적인 정보(채용동향 분석 점검 및 취업전

략 수립)에 대해 이해하고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전략, 프리젠테이션 스킬, 이

미지메이킹 등)을 습득하여 졸업 후 희망하

는 직장에 진출한 후 전문가 및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목이다.

DEV006  21세기 Leadership(경제사회)

21st Century Leadership(Economy&

Society)

정부 고위관료 및 대기업 CEO 등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현 위

치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걸어온 길, 다양한 

경험, 앞으로의 꿈 등을 소개한다. 또한 리더

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덕목, 사회 환경의 

변화추세 및 새로운 방향 모색 등 현장 중심

의 강의를 통해 학업 및 인생 목표를 설계하

려는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모교 출신 선

배의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한다.

DEV007  21세기 Leadership(과학기술)

21st Century Leadership(Science&

Technology)

21세기 과학 기술의 다양한 발전방향과 역할

을 제시하고, 현시대가 요구하는 폭넓은 안목

과 균형감각을 두루 갖춘 과학기술인으로서

의 자세를 안내해주는 강좌이다.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과학도로 하여금 과학

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삶과 철학, 

과학과 윤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EV008  21세기 Leadership(문화예술)

21st Century Leadership(Culture&Art)

21세기의 새로운 키워드로 급부상한 문화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관학과에서 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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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강의와는 별도로 문화예술 각 분야의 

명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그들의 생생한 현장 

중심의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수강생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와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한다.

DEV009  사회봉사1

Social  Service 1

봉사활동은 사회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진

지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보

다 실질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따뜻

한 인간미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기실현의 

기회를 찾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용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바탕이 된다. 이 과목은 사회봉사 체

험을 통하여 폭넓은 교양, 잠재적인 지도력개

발, 타인의 인격존중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더

불어 사는 지혜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DEV010  사회봉사1

Social  Service 1

사회봉사1과 내용은 같으며, 사회봉사1을 취

득한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다.

DEV011  여성리더와의 대화

Conversation with Woman Leader

21C 여성 리더들에게는 ‘일 아니면 가정’이라

는 이분법적 사고형태보다는 가정과 사회, 개

인의 내적인 진실성 등 조화로운 삶의 성취

가 더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현재 이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여

성 리더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그

들과 함께 일하는 여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

하고 상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DEV012  여성의 진로 탐색과 커리어 개발

Woman's Career Research & 

Development

본 강좌는 여대생의 진로정체감 함양을 유도

하여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과 진리능력을 향

상 시키고 여대생들의 사회적 관계망(social 

relationship)확장과 진로 및 취업 네트워크를 

강화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직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로 고

학력 여성인력의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sustained employability)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DEV013  여대생의 자기개발과 진로탐색

Woman's Development & Career 

Research

여대생 진로정체감 형성 및 진로목표설정, 평

생직업의 시대에 올바른 자기이해를 통해 전

략적 커리어개발의 중요성 인식, 급변하는 직

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적합한 직

업정보의 활용기술 습득에 목표로 한다.

DEV051  비즈니스협상스킬 

Business Negotiation Skills

비즈니스 협상스킬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협상 마인드와 스킬을 습득하며, 기업활동에

서나 일상적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한 Win-Win 협상 마인

드 고취로 대인관계능력과 셀프 리더십을 강

화한다.

DEV052  갈등관리 

Reconciling Conflicts

갈등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갈등

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갈등관리 프로그램 중 성격유형별로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처리 방법을 배우고자 한

다. 

DEV053  창의력개발 

Developing Creativity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육

이나 직장에서 배워왔던 지식이나 가치가 문

제해결과정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을 발

견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나 지혜를 모색하게 된다. 본 과정에서 창의

력은 예술적 재능, 천재성이나 발명과 같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과정

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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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우 택
한국미술사론, 불교회화사, 불교미술사연습

동국대 미술 / 홍익대 미학 미술사 / 큐슈대 철학 문학박사

정 예 경
미술사강독, 미술사연습, 동양미연습

이화여대 사학 / 교토대 미술사학 / 교토대 미술사학 문학박사

■ 교양교육원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신 정 아
서양미술사 시각예술과시각문화, 미술의역사

Kansas주립대 회화 / Kansas주립대 경  / Yale대 서양미술사

윤 명 철
사학 바다에서본 동아시아의 역사, 한국의 역사인물

동국대 사학 / 성균관대 사학 / 성균관대 사학

권보드래
국어국문 읽기와 비평, 우리시대의 문화와 내러티브

서울대 국어국문 / 서울대 국어국문 / 서울대 국어국문

박 진 희
과학기술사 생활 속의 공학, 정보화기술과 산업

서울대 물리 / 베를린공과대 과학기술사 / 베를린공과대 과학기술사

이 유 기
국어국문 작문과 발표

동국대 국어국문 / 동국대 국어국문 / 동국대 국어국문

이 승 남
국어국문 작문과 발표

동국대 국어국문 / 동국대 국어국문 / 동국대 국어국문

이 관 수
과학철학 고전세미나

서울대 물리학 /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이학 석․ 박사

허 혜 정
국어국문 작문과 발표

동국대 국어국문 / 동국대 국어국문 / 동국대 국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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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육원

성   명 학위  취득  대학 담당  과목

커    트 California Univ ( 문학)

English Conversation Ⅰ, Ⅱ

Basic English Conversation

투 맥 더 Hawaii Univ (교육학)

루스리들 Newcastle Univ (농학)

제 인 쿡 British Columbia ( 문학)

빅 터 류 Brock Univ (사회학)

아 이 렌 Potchefstroom Univ (경 학)

로 더 릭 Potchefstroom Univ (물리학)

데이빗라세터 London대 (경제학)

스티브류 Brock Univ (경 학)

더    렐 Saint Francis Xavier Univ (철학)

제 니 퍼 Sussex Univ (역사학 석사)

매    튜 Leeds Univ (역사철학)

마 이 클 Chrles Sturt Univ (교육학 석사)

저 스 틴 Carleton Univ (법학)

아    론 Dunedin College of Education (교육학 석사)

스티븐맥교 Galway-mayo Institute of Technology (인문학 석사)

브룩스잉 리쉬 Oregon Univ (국제학 석사)

티 파 니 McGill Univ (여성학/문화학)

로    렌 Waterloo Univ (사회개발학)

애    니 Bard College (중국어, 아시아연구)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인도철학전공

선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불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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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불교학은 불타의 교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

으로 연구하여 불교적 인격과 이상사회를 구현

하려는 학문으로서, 인간심성의 본질과 삶의 문

제, 참다운 인간상과 이상사회의 실현을 규명하

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교리체계의 발전단계 및 한국을 비

롯한 인도, 중국, 일본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이

해하고 불교사상이 현재와 미래사회에 어떻게 

응용될 것인가를 학습하는 데에 불교학 전공의 

교육목표가 있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교적 인격을 함양하고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

는 능력과 지식을 기르며 종교, 교육, 정치,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불교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명과 비전을 

담고 있는 종교학이자 철학적 성격을 담고 있는 

학문으로서, 교학으로서의 진리성과 수행으로서

의 방법론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상체계이다. 

따라서 분석적 사고를 통한 냉철한 지성과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행으로서의 실천이 요구

되는 학문이다. 그간 불교학은 현대에 제기되고 

있는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

간과 생명체에 대한 애정에 근거하여 부처님의 

교설에 천착해 창조적인 탐색의 과정을 거친 실

제적인 해석과 해결의 길을 열어 주어 왔다. 근

자에 이르러 불교학은 인접학문에 대한 교류와 

환경문제 등 실제적이고 광범위한 우리의 실천

적 문제들을 향해 불교적 해명과 해결에의 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한국에서 유일한 불교학은 그간 세계 인류에 

널리 보급되어 찬란히 발전해 온 불교의 역사․

문화와 심오한 사상체계를 연구하여 이상세계

를 제시하며 창조적인 생활 선도에 헌신하는 인

재를 배출해 왔다. 그리하여 이들은 각 불교단

체의 종무행정, 각 군의 군종장교, 사회사업, 학

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전법포

불교학
Buddhis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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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불교방송과 불교텔

레비전의 개국은 불교학을 전공한 인재들의 사

회진출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으며, 최근 더욱 넓어진 대학원 진학의 문은 심

도 있는 학문적 연마를 원하는 인재들에게 또 

다른 사회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전공

학점

단수  45학점 (전문 23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 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한문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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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BUD 201

BUD 202

BUD 203

BUD 204

BUD 205

BUD 206

초기불교

종교학

불교경전이해

불교원전강독

인도불교사

국제포교론

3 3

2

BUD 251

BUD 252

BUD 253

BUD 254

BUD 256

불교윤리학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

불교와철학

반야철학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BUD 301

BUD 302

BUD 303

BUD 304

BUD 305

BUD 402

중관철학

한국불교사

유식학

중국불교사

불교생태학

화엄학

3 3

2

BUD 351

BUD 352

BUD 353

BUD 354

BUD 451

BUD 452

BUD 453

한국불교철학

천태학

교

불교교리사

불교사회경제론

세계종교사

전법교화론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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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조 용 길
초기불교 초기불교, 전법교화론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전 호 련

(해주스님)

화엄학 화엄학, 불교교리사

동국대 승가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박 경 준
불교사회경제론 불교사회경제론, 인도불교사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장 애 순

(계환스님)

중국불교사상 중국불교사, 대승불교

화원대 불교 / 교토불교대 불교 석박사과정 문학박사김용표

김 용 표
종교학, 종교교육론 세계종교사, 종교교육론

동국대 불교 / Temple대 종교 석박사과정 종교학박사

박 인 성
중관학 중관철학, 반야철학

연세대 문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우 제 선
인명학 유식학, 아비달마불교,

동국대 불교 / Pennsylvania대 아시아학 석박사과정 철학박사

신 성 현
계율학 불교윤리학, 불교원전강독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지 창 규
천태학 천태학, 불교경전이해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고  섭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철학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철학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김 종 욱
불교생태학 불교생태학, 불교와철학

동국대 불교 / 서울대 철학 / 서울대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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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종교교사

(교법사)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불교와인간

불교학의체계

인도불교사

초기불교

종교학

불교경전이해

불교원전강독

불교윤리학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철학

불교교리사

종교교육론

한국불교사

세계종교사

전법교화론

중관철학

유식학

화엄학

천태학

교

반야철학

불교와철학

불교생태학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평가

선상담학

비교종교학

선실수

선과노장사상

생태위기시대의불교

군종법사

포교사

승려

불교와인간

불교학의체계

인도불교사

초기불교

종교학

불교경전이해

불교원전강독

불교윤리학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철학

불교교리사

전법교화론

불교사회경제론

세계종교사

종교교육론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중관철학

유식학

화엄학

천태학

교

한국불교사

반야철학

불교와철학

불교생태학

국제포교론

비교명상

선실수

선과현대사회

선상담학

금강경특강

비교종교학

생태위기시대의불교

힌두불교인식논리학

종무행정

행정철학

정보사회의 이해

불교언론

불교사회복지

불교단체종무원

불교문화재

불교문화관련분야

불교와인간

불교학의체계

불교와한국문화

불교와동양문화

불전의문학과사상

중관철학

유식학

화엄학

천태학

교

반야철학

불교와철학

불교생태학

신문방송학입문

재무행정

종무행정

문화사회학

불교와동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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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BUD201 초기불교 

         Early Buddhism 

불교의 근본교설이 담겨 있는 초기 불교문헌

(북전4아함․5니까야 등)에 바탕하여, 불교의 

기본 핵심 내용으로서 사법인․연기의 진리․

사성제․업,윤회 사상 등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그 의의를 파악케 하여 현실 이상 실현

에 기여토록 한다. 

BUD202 종교학 

         Religiology 

종교학의 발달과정과 기본요소 및 연구방법을 

학습시키고, 다양한 종교현상을 유형별(교리․

경험․제의․윤리․사회․문화적인 유형별)로 

고찰하여 종교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조망과 인

식을 갖도록 한다. 

BUD203 불교경전이해 

         Understanding of Buddhist Scriptures 

불교경전의 시대별 성립, 어계별 종류, 구성 체

계, 교설내용 등을 개관하고 불교문헌에 관한 

지식을 넓혀준다. 특히 대장경(일체경)이라는 

이름으로, 총괄 집약된 한역경전 중 중요한 것

들의 전역 연구 유통과 그 중요교설 내용을 이

해 습득시킨다. 

BUD204 불교원전강독 

         Reading in Buddhist Original Texts 

원시, 부파, 대승의 불교 중요교설을 담고 있는 

범어, 팔리어, 서장어, 한문, 어 등의 불교원

전을 직접 읽어 음미함으로써, 불교의 본질 내

용과 그 다양한 전개양상 등을 스스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불전 

어에 비중을 둔다.

BUD205 인도불교사 

         History of Indian Buddhism 

불교의 흥기에서부터 회교도의 침입으로 인도

에서 자취를 감출 때까지의 인도불교 전반을 

역사적으로 개관하여, 불교의 뿌리요 원류인 인

도불교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BUD251 불교윤리학 

         Buddhist Ethics

불교윤리학은 불교의 윤리사상이 일반윤리사상

과 다른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

한 불교의 근본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또

한 구체적인 불교윤리의 실천덕목은 어떠한 것

들이 있나하는 것을 알아본다. 

BUD252 아비달마불교 

         Abhidharma Buddhism 

원시불교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의 심리와 물질

계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오위칠십오법으로 논

리화한 부파불교시대의 성격을 업감연기설, 정

신질서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인과응보설, 시

간과 천체설, 아라한과 증득의 수행 등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BUD253 대승불교 

         Mahayana Buddhism 

대승불교성립에 대한 현 학계의 중요학설을 소

개 비판하고 대승경전 전반을 간결하게 소개한

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초기대승불

교(반야․법화․화엄․정토)의 교리체계를 경전

에 입각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BUD304 중국불교사 

         History of Chinese Buddhism 

중국에 불교가 전래 수용 발전한 역사 전반을 

학습하되, 특히 이곳에서 독특하게 수립 발전한 

대승 교학의 특징이나 학파 종파의 성립 전개 

양상을 개관하고, 아울러 불교가 이곳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끼친 향 등도 다룬다.

BUD351 한국불교철학 

         Philosophy of Korean Buddhist

우리 한민족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오늘

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발전 

전개시킨 불교철학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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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시대별 특징과 철학적 성격을 체계 있

게 개관함으로써 한국불교철학을 바르게 이해

하도록 한다. 

BUD301 중관철학 

         Philosophy of Madhyamika 

대승불교의 근간적 이론 실천을 근본불교 정신

에 맞추어 심화 응용 체계화한 용수의 ‘중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중관불교의 기본 이론과 근본

사상 그리고 이들의 전개 발전 양상 등을 다루

고, 이 중관철학이 대승교학 전개에 미친 향 

등을 다룬다. 

BUD303 유식학 

         Vijnaptimatra Studies

불교의 교리를 유심주의적 입장에서 낱낱이 분

석하여 설명하고 심성의 선악을 밝히며 주관과 

객관계를 철학적으로 규명하여 열반을 실현하

는 보살도를 학습한다. 특히 불교의 심층 심리

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현대인의 의식 전환에 

기여토록 한다.

BUD302 한국불교사 

         History of Korea Buddhism 

한국불교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전반

부는 불교가 처음 전래된 삼국시대로부터 통일

신라시대이고, 후반부는 고려 및 조선시대의 불

교라 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수용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사상을 시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며, 후반부에서는 사료

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에 의해 

민족불교의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학습하도록 하겠다.

BUD352 천태학 

         Tien-Tai Thoughts Studies

대승불교사상의 중요한 흐름인 법화사상이 중

국에 이르러 조직 체계화된 천태교학의 역사와 

교학이론 및 실천체계를 검토 이해시킨다. 

BUD353 교 

         Esoteric Buddhism

대승불교로서의 교와 현교의 차이점, 교 성

립의 역사적 교학적 배경, 그리고 즉신성불․만

다라의 철학․삼 수행법․오상성신관 등, 그 

중심사상과 교학은 물론 서역,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교사상을 강의한다. 

BUD354 불교교리사 

         History of Buddhist Doctrines 

불교가 성립된 이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전개

된 교리체계를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나누어 고찰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대승보

살사상으로 귀착되는 것을 고찰한다. 

BUD402 화엄학 

         Avatamsaka Studies 

화엄경의 내용을 개관하고 인도 중국 한국의 

화엄사상을 고찰하며, 법계연기, 화엄연기 등 

일승화엄교학의 핵심교리를 해설하여 화엄사상

을 이해하게 한다. 

BUD451 불교사회경제론 

         Social and Economic Thoughts of Buddhism 

불교의 근본교리와 사상을 정치․사회․경제적 

실천의 논리로서 재조명하고, 주요 관련 경전의 

내용을 음미하여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BUD452 세계 종교사 

         History of World Religions 

세계 여러 민족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향을 

미쳐온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기원과 성장 및 

전개과정 등, 그 역사적 흐름을 객관적 입장에

서 살펴본다. 

BUD453 전법교화론  

         Methodology in Propagation of

 Buddhadharma 

불교수행에 있어서 포교의 의의와 목적을 고찰

하고 포교의 구체적 방법을 탐구하여 전법도생

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선방편

을 학습한다.

BUD256 반야철학 

         Philosophy of Prajñ��
반야 곧 지혜를 언급하지 않는 경전과 논서가  

없을 정도로 반야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

제이다. 반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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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반야의 본질, 얻는 과정과 방법 

등을 경전과 논서에 의탁해서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탐구한다. 반야경을 비롯한 대승의 경전과 

논서는 물론이고 아함경과 니까야를 비롯한 초

기 문헌, 후기의 대승불교인 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반야를 연구하는 강좌이다. 

BUD254 불교와철학 

         Buddhism and Philosophy

사유의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동서철학과 불교

사상의 입장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대적 의

미에서 불교철학을 건립한다.

BUD305 불교생태학  

         Buddhist Ecology

불교와 생태학이 공유하는 관점인 상호의존성

과 비실체성 등을 탐구함으로써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모색하고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BUD206 국제포교론 

         Methodology in the international of 

Buddhadharma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강좌이다. 우선 한

국 불교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불교의 한문문헌

의 성격을 규명한다. 또 이 내용을 국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우고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공정하게 인

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 국제 대중이 

불교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

이나 사회복지학과의 연계도 모색한다.  



2007 Course Catalog 

74  

교육목표 학문(기초)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 참다운 자아에 대

한 지혜와 통찰이 망각된 채, 한 분야의 단편

화되고 세분화된, 아울러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지식 추구가 초래하는 병폐를 극복하여 삶의 

근본적 원리와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는 종교와 

철학 교육의 목표 외에도 인도철학과는 범어, 

티벳어 등의 고전어뿐 아니라 어, 불어, 일어 

등 현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케 하며 다양

한 주제에 대한 폭넓고 유연한 사고와 논리적

이고 효율적인 표현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유민

주사회의 어느 분야에 참여할지라도 자신의 잠

재력을 스스로 끌어내어 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격

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 인도철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범어 빨리어 

또는 범어 티벳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대 인도문헌들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소

양을 갖추고, 현대 인도인들의 삶과 사상에 

내재된 철학적 기반을 갖추어, 인도학 및 불

교학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폭넓은 기초를 다

지며, 인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와 관련된 사회 각 분

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본자질을 함양한다. 

  - 인도철학전공의 교과과목은 다음의 세 가

지 분야로 설명될 수 있다.

구분
학문분야

언어 사상 사회와 문화

2학년

초급범어

중급범어

인도철학개론

인도사상과초기불교

고대인도철학

인도윤리학

인도문화교류사

인도의예술과미학

힌두이즘

인도문화사

3-4학

년

빨리어

고전티벳어

티벳불교

베단-따철학

불교인식논리학

인도대승불교철학

신비주의와딴뜨리즘

인도철학의제문제

인도근현대철학

힌두인식논리학

인도사상과부파불교

쟈이나철학

인도의신화와문학

고전요가의

이론과실수

인도철학
Indi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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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인도철학의 학문적 조류는 범어 및 빨리어 

문헌들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문헌학적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지

금은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각도에서 인도철학의 여러 분야들이 다

루어지고 있다. 문헌위주의 연구에서 탈피하

여 현지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인류학적 

고고학적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사상 위주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인도의 

사회와 문화를 포괄하는 지역학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인도의 경제대국화에 따른 인도 

지역전문가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범어와 

빨리어를 바탕으로 한 인도철학 인도불교의 

문헌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인도학자, 불교학자, 윤리 철학교사, 논술 

지도사, 교법사, 군법사, 요가 지도자, 인도 전

문 여행업, 인도 진출 한국 기업, 불교 미디어

(신문, TV, 라디오)기자, 불교 종무원, NGO

활동가 등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한문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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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IND 201

IND 202

IND 203

IND 204

IND 205

초급범어

인도철학개론

인도사상과초기불교

인도윤리학

인도문화교류사

3 3

2

IND 251

IND 252

IND 253

IND 254

IND 255

중급범어

고대인도철학

인도의예술과미학

힌두이즘

인도및티벳문화사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IND 301

IND 302

IND 303

IND 304

IND 305

IND 306

IND 307

빨리어

베단-따철학

인도의신화와문학

인도대승불교철학

신비주의와딴뜨리즘

불교인식논리학

티벳불교

3 3

2

IND 351

IND 352

IND 353

IND 354

IND 355

IND 356

IND 357

고전티벳어

고전요가의이론과실수

인도사상과부파불교

자이나철학

인도철학의제문제

인도근현대철학

힌두인식논리학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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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선 근
베단-따철학 / 근현대인도철학 / 초기대승불교

인도윤리학, 힌두이즘,

베단-따철학, 인도근현대철학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철학박사

이 지 수
인도논리학 / 인도대승불교철학

불교인식논리학, 힌두인식논리학,

인도철학의제문제, 인도대승불교철학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정 승 석
상키야․요가철학 / 아비달마불교

초급범어, 중급범어, 인도의신화와문학

고전요가의이론과실수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철학박사

김 호 성
인도고대철학 / 대승불교

인도문화교류사, 고대인도철학

인도의예술과미학, 인도철학개론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철학박사

황 순 일
인도초기부파불교

인도사상과부파불교, 빨리어,

인도및티벳문화사, 인도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 국 옥스포드대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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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불교 미디어 기자

(신문, TV, 라디오)

초급범어

인도철학개론

인도사상과초기불교

인도문화사

빨리어

티벳불교

인도대승불교철학

인도근현대철학

인도의신화와문학

인도의예술과미학

저널리즘론

매스컴문장연습

한국불교사상

중국불교철학

조계종사

불교 포교사, 군법사

초급범어

고대인도철학

인도사상과초기불교

인도철학개론

인도윤리학

빨리어

인도사상과 부파불교

인도대승불교철학

쟈이나철학

티벳불교

고전요가의이론과 실수

비교종교학

조계종사

중국불교철학

전법교화론

한국불교사상

윤리 철학 교사

논술 지도자

인도철학개론

고대인도철학

힌두이즘

인도문화사

인도윤리학

인도대승불교철학

쟈이나철학

인도사상과부파불교

인도철학의제문제

인도대승불교철학

불교인식논리학

힌두인식논리학

교육학입문

교육과정이론

교육측정및평가

서양고중세철학사

동양철학의근본문제

한국철학사 

윤리학

요가 지도자 

초급범어

인도철학개론

인도윤리학

중급범어

고대인도철학

힌두이즘

베단-따철학

고전요가의이론과실수

인도의예술과미학

남방선의이해

인도선정사상

비교명상

선실수

선상담학

인도 현지와

관련한 취업

인도문화교류사

인도의예술과미학

인도및티벳문화사

인도철학개론

힌두이즘

인도윤리학

인도철학개론

베단-따철학

인도근현대철학

고전요가의이론과실수

인도의신화와문학

한국 외국어대와의 

학점 교류( 정기 학

기 및 계절학기)를 

통한 ‘인도어과’과목

의 수강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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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IND201 초급범어

        Elementary Sanskrit

범어는 불교와 인도철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

해 필수불가결한 언어이다. 본 과정에서 범어

의 언어학적 특성, 문법구조, 문자와 발음법, 

음운 규칙과 기초적 문장의 해독, 작문 능력

을 배양함으로써 앞으로의 심도 있는 학습의 

기초를 다진다. 

IND202 인도철학개론 

        Introduction to Indian Philosophy

인도는 베다와 우빠니샤드를 원천으로 하여 

육파철학, 쟈이나, 불교철학 등 수많은 철학

체계를 발전시켰다. 본 강좌는 그 가운데서 

특히 힌두 육파철학 체계들의 존재론, 인식

론, 윤리학, 종교철학을 교수함으로써 인도철

학의 특징 그리고 각 체계의 기본적 구조와 

개념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IND203 인도사상과초기불교 

        Indian thought and early Buddhism

초기불교의 다양한 교리들을 우빠니샤드로 

대표되는 바라문 전통과 자이나로 대표되는 

사문 전통과의 대립이라는 상호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IND204 인도윤리학 

        Indian Ethics

인도의 가치론적 철학 가운데서 윤리학에 대

한 강의를 통해서 선과 악의 문제에 관련된 

인도적 사유방식과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IND205 인도문화교류사 

        Indian History of Cultural  Exchanges

인도는 동서 문화 교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으면서 서쪽으로서는 헬레니즘 문화권, 동쪽으

로는 중국 문화권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이 강좌에서는 문화 교류사적 측

면에서 인도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IND251 중급범어 

        Intermediate Sanskrit

범어 원전의 독해 없이는 인도철학에 대한 

바른 이해는 불가능하다. 본 과정은 초급 범

어를 토대로 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문법, 독

해, 작문 능력을 훈련함으로써, 범어 원전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

다.

IND252 고대인도철학 

        Philosophy of Ancient India

힌두 6파철학과 불교․쟈이나교의 배경이 되

는 베다本集과 브라흐마나, 우빠니샤드에 나

타난 철학적 사상을 초기불교와 관련하여 고

찰한다.

IND253 인도의예술과미학  

        Indian Art  and Aesthetics 

인도의 가치론적 철학 가운데서 미학의 강의

를 인도의 예술과 함께 다루어 인도인의 미

와 추에 대한 이해와 사유방식과 개념들을 

이해한다. 

IND254 힌두이즘 

        Hinduism

와이쉬나비즘, 샤이비즘을 중심으로 힌두교

의 기원과 발전, 힌두교의 신학과 철학, 힌두

교의 의식과 축제, 힌두사원, 힌두교와 요가, 

샥띠즘과 딴뜨리즘 등, 힌두교에 대한 포괄적

인 이해를 도모함과 더불어 불교와의 관련성,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한다.

IND255 인도및티벳문화사 

        Cultural  History of India and Tibet

인도사상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고 오늘날 현대 인도가 있

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인도사

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인도와 관련한 티벳의 역사도 함께 이해한다.



2007 Course Catalog 

80  

IND301 빨리어 

        P li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데 있어 그 문헌을 열람하

기 위해서는 빨리어로 전수된 남전대장경을 해

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도불교의 원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빨리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하므로 그 기본 문법 체계를 학습하도록 한다.

IND302 베단-따철학 

        Ved nta Philosophy

베다의 끝이며 절정인 우빠니샤드를 해석하고 

체계화하면서 발전된 베단-따 학파는 오늘날

도 인도에 살아있는 중요한 철학체계이다. ｢브

라마수뜨라｣에 출발하여 가우다빠-다를 거쳐 

샹까라에서 완성된 불이론(不二論)을 중심으로 

그 형이상학, 인식론, 심리론, 해탈론을 교수하

며 라마누자의 제한적 불이론, 그리고 마-드흐

와의 이원론과의 차이점을 이해시킨다.

IND303 인도의신화와문학 

        Indian Myth and Literature

다양한 인도의 신화를 문학적인 과점에서 접

근하여 이러한 문학작품들의 배후에 숨어있

는 인도적인 사유방식을 도출한다.

IND401 인도대승불교철학 

        Mah y na Buddhist  Philosophy of

India

인도의 대승불교는 티벳, 중국, 한국 등 북방 

대승불교 발전의 토대가 된다. 본 강좌를 통

해 대승불교의 특징과 기원, 대승 경전의 사

상, 아울러 중관, 유식, 여래장 사상을 학습한

다.

IND402 신비주의와딴뜨리즘 

        Mysticism and Tantrism

인도신비주의를 힌두 및 불교 딴뜨리즘과 함

께 다루면서 각각의 상호 연관성, 기원과 발

전, 우주론, 존재론 수행체계 등을 살펴본다.

IND403 불교인식논리학 

        Buddhist  Epistemology and Logic

과정적, 唯名論的 존재론에 바탕한 불교논리

학의 인식론․논리학을 원전에 입각하여 체

계적으로 접근한다.

IND404 티벳불교 

        Tibetan Buddhism

남방불교나 동아시아의 불교와 대비되는 독

자적인 불교문화를 창조한 티벳 불교의 특징

과 역사, 그리고 쫑카파를 비롯하여 티벳 불

교를 발전시킨 불교철학자들의 사상 등을 공

부한다. 

IND351 고전티벳어 

        Classical  Tibetan

범어 원전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고, 또한 한

역이나 범전에 없는 막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티벳장경의 연구는 불교학의 최대 과

제이며, 미래 불교학 발전의 관건을 쥐고 있

다. 본 과정은 티벳 원전 해독에 필요한 티벳

어 문자와 발음, 문법과 기초 문장을 훈련한

다.

IND352 고전요가의이론과실수 

        Theory and Practice of Classical 

Yoga

힌두교의 여러 종파에 큰 향을 미친 이원

론의 특성과 이와 연관된 인도요가의 종교적 

철학적 의의를 이해한다. 특히 빠딴잘리의 요

가 체계를 학습함으로써 인도의 신비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IND353 인도사상과부파불교 

        Indian thought and sectarian Buddhism

부파불교의 다양한 교리들의 인도중세철학으

로 알려진 6가지 사상조류와의 대비 속에서 

파악한다. 

IND354 쟈이나철학  

        Jaina Philosophy

인도 정통 종교에서 외도로 지칭되는 대표적 

종교로서의 쟈이나교에 대한 역사 및 교리의 

개론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쟈이나교

의 발생, 변천, 종파, 현황, 교조의 생애, 쟈이

나교의 형이상학, 쟈이나교의 인식 및 해탈론

에 대하여 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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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451 인도철학의제문제         

          Seminar on the Problems of Indian 

Philosophy

학파나 분야중심으로 된 타 강좌에서 다루지 

못했던 인도철학의 특수한 문제들, 예를 들어 

인과론, 언어철학, 시간론, 보편의 문제, 지각

론, 불교철학의 다양한 주제 등을 폭넓게 다

룸으로써 인도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력

을 얻도록 한다.

IND452 인도근현대철학 

        Modern and Contemporary Indian

Philosophy

인도철학은 전통의 단절 없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유연히 적응해왔고 서구 문명과의 조

우를 통해 전통적 해석에 새로운 해석이 가

해졌다. 특히 힌두 르네상스로 불리는 근대 

인도의 사회개혁적 종교사상가들, 즉 라마끄

리슈나, 비베카난다, 오로빈도, 간디, 타고르

의 사상과 라다끄리슈난의 사상을 조감한다.

IND453 힌두인식논리학 

        Hindu Epistemology and Logic

실체론적, 실재론적 존재론에 바탕한 힌두 正

理學派의 인식론․논리학을 원전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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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선학의 제반 이론과 실천수행법을 이해하고,  

직접 실수(實修)를 통해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며, 많은 현대사회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선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  

라, 상담 및 치유, 지도 기법의 수학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선 지도사’ 양성  

에 교육목표를 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본 학과의 주요 교육내용인 선학의 이론과  

실수에 대한 기초와 심화, 선과 관련된 동서양

의 철학, 현대사회와 선에 대한 이해, 상담 기

법과 실습, 지도 방법론 등은 현대인의 정신문

명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인 선학 연구의 기본이

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에 젖어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

과 소중함, 삶의 절대적 가치들을 위해 정신문

화의 이론과 차원 높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탐구와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 및 내용들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주목받을 것이다.

졸업 후 진로

  본 학과에서의 수학과 ‘선 지도사’ 자격증 취

득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  

소에서 선수행 및 명상법을 지도하게 된다.

  ① 사찰의 일요선원, 시민선원, 전문선원    

등에서의 참선 지도

  ② 학생회, 청년부, 신도회 등 교계의 각종  

신행단체에서 참선 지도

  ③ 청소년 센터, 양노원 등의 복지시설, 교 

도소, 학교, 병원 등에서 명상 지도

  ④ 각종 문화센터 등에서의 생활 명상 지도

  ⑤ 각 기업 연수회 프로그램 중 명상 지도

  ⑥ 해외 선 포교 활동

  ⑦ 개별 수행센터 운

전공

학점

단수  45학점 (전문 23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 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한문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15학점

선학
Se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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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SEO 201

SEO 202

SEO 203

SEO 204

SEO 205

인도선사상

중국선종사 Ⅰ

한국선사상 Ⅰ

선전개설

선체조 실습

안거수행

3

3

3

3

3

3

3

3

3

3

2

SEO 251

SEO 252

SEO 253

SEO 254

SEO 255

SEO 256

중국선종사 Ⅱ

한국선사상 Ⅱ

초기선전 이해

대승경전의 선사상

중국선전특강

한국선전특강

3

3

3

3

3

3

3

3

3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SEO 301

SEO 302

SEO 303

SEO 304

SEO 401

SEO 402

SEO 403

SEO 404

간화선의 이해와 실습

위빠사나의 이해와 실습

선과 중국철학

선과 현대사회

선과 명상음악

선 상담심리학

선수행 지도방법론

현대 서구선의 동향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SEO 351

SEO 352

SEO 353

SEO 451

SEO 452

SEO 453

SEO 454

선과 서양철학

비교명상의 이해

선문화론

공안집 특강

선 상담 실습

선 치료 실습 

선수행 지도 실습

3

3

3

3

3

3

3

3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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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법산(법산스님)
초기불교 한국선사상, 한국선전특강

동국대 인도철 / 동국대 인도철 / 대만문화대 불교 문학박사

최창술(현각스님)
선학 간화선의 이해와 실습, 초기선전의 이해

동국대 승가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한태식(보광스님)
선학 선문화론, 대승경전의 선사상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 교토불교대 불교 문학박사

강문선(혜원스님)
선학 중국선종사Ⅰ, 선전개설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 동국대 불교 철학박사

박문기(종호스님)
선학 중국선종사Ⅱ, 선과 현대사회

동국대 선 / 동국대 선 / 동국대 선 철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비고

선학

인도선사상

중국선종사 Ⅰ

한국선사상 Ⅰ

선전개설

중국선종사 Ⅱ

한국선사상 Ⅱ

초기선전의 이해

대승경전의 선사상

중국선전특강

한국선전특강

선과 중국철학

선과 서양철학

현대 서구선의 동향

응용선학

선체조 실습

간화선의 이해와 실습

위빠사나의 이해와 실습

선과 명상음악

선 상담심리학

선수행 지도방법론

선문화론

선과 현대사회

공안집 특강

비교명상의 이해

선 상담 실습

선 치료 실습

선 수행 지도 실습

응용 선학 전공자도 선학의 

기초이론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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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SEO201 인도선사상 

Studies in Indian Seon Thoughts

초기불전에 나타난 선정의 내용 및 수행방법, 

부파불교 및 대승불교의 선사상과 수행법 등 

인도선의 역사와 주요 사상, 수행방법 등 인

도선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SEO202 중국선종사 Ⅰ

History of Chinese Seon SectⅠ

오늘날의 선은 중국에서 정리된 것이다. 따라

서 중국선은 Ⅰ과 Ⅱ로 나누어 학습하며, Ⅰ

에서는 중국선의 역사와 핵심 사상, 수행법에 

대해 보지공이나 부대사 등 달마 이전, 보리

달마, 혜가와 승찬, 도신, 홍인 및 우두법융 

계열과 북종 신수, 그리고 육조혜능에 이르기

까지를 살펴본다.

SEO203 한국선사상 Ⅰ

Studies in Korean Seon ThoughtsⅠ

한국의 선은 오늘날 조사선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과 민족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다. 이러한 

한국선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 통일신라 구산

선문의 전래 초기부터 한국선의 실제적 정립

자 보조 및 이후 려말 삼사 등 고려 말에 이

르기까지 전반적 내용들을 살펴본다.

SEO204 선전개설 

Introduction to Seon scriptures

선에는 선 경전과 논서, 어록 등 다양한 전적

들이 있고 이들의 이해는 선의 전반적 내용 

파악의 기본이 된다. 본 과목에서는 선 경전

과 논서, 중국과 한국의 선적(禪籍)들에 대한 

종류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핀다.

SEO205 선체조 실습 

The Art  of Seon Stretching

효과적 선 수행을 위해서는 수행법의 이해만

이 아니라 건강하고 조화로운 육신을 유지하

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선수행을 위한 원활

한 신체의 조절을 위해 선체조의 방법을 살

피고 실습한다.

SEO251 중국선종사 Ⅱ

History of Chinese Seon SectⅡ

선의 본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국선의 역사와 

사상, 수행법 등에 대해 육조혜능 이후부터 

하택신회, 마조도일, 백장과 선종오가, 간화선

과 묵조선의 수행법, 송대 및 원대에 이르기

까지 중국선의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다.

SEO252 한국선사상 Ⅱ

Studies in Korean Seon Thoughts Ⅱ

고려시대에 이은 조선기부터 근현대에 이르

기까지 한국선의 흐름과 사상, 정치 및 사회

와의 관계, 함허부터 벽송, 보우, 서산 및 근

현대의 조사 등 주요 인물과 그들의 생애⋅

업적⋅ 향 그리고 선문논쟁의 내용과 의미, 

나아가 현대선의 향방 등에 대해 고찰한다.

SEO253 초기선전이해

Reading in the Original  scriptures

아함과 대념처경, 청정도론 등 초기의 기본 

선전들을 비롯해 대지도론 등 근본불교와 부

파불교의 선 관련 전적 중 중요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선의 기본 관점과 체계,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SEO254 대승경전의 선사상

Studies in Mahayana sturas' Seon

좌선삼매경이나 선비요법경 등 대소 이승이 

겸해져 있는 선 경전을 비롯해 능가경과 유

마경, 능엄경, 금강경, 승만경, 여래장경 등 

주요한 대승 선 경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

다.

SEO255 중국선전특강

Lecture on Chinese Seon Scripture

중국선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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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육조단경, 신회어록, 마조어록, 위앙⋅임제

⋅조동⋅법안⋅운문의 선종오가어록 등의 핵

심 내용을 살펴보고, 보림전과 조당집, 경덕

전등록 등 선종등사서들의 구성과 체계, 주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SEO256 한국선전특강

Lecture on Korean Seon Scripture

보조법어, 태고어록, 나옹어록, 선가귀감 등 

한국의 주요 선적들의 사상과 가르침들을 살

펴보고, 선문수경과 선문사변만어의 내용을 

정리하는 등 한국 선적에 담겨진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선의 핵심을 살펴본

다.

SEO301 간화선의 이해와 실습

Reading & Practices in Speculative

Seon

유일하게 한국에만 오롯하게 그 행법이 전해

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간화선에 대해 성립과 

체계, 구조 등 이론과 수행방법, 점검, 인가 

등 간화선과 관련한 전반적 내용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고, 실제 실수를 한다.

SEO302 위빠사나의 이해와 실습

Reading & Practices in Vipassana

태국이나 미안마 등 동남아의 남방이나 구미 

등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는 위빠사나의 수행

법에 대해서 기본 이론과 호흡법, 마음챙김 

등 수행법을 살펴보고, 겸하여 실제 수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SEO303 선과 중국철학

Seon & Chinese Philosophy

초기의 호흡법과 태식법, 조사선의 무위무사

와 무위자연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

듯이 중국고유의 사상과 선은 일정 정도 연

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유

교나 노장 등 중국 전래의 사상, 철학과 선이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어떤 향을 주

고 받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SEO304 선과 현대사회

Seon & Contemporary Society

현대사회는 정신적 질환과 생태문제, 환경오

염, 가족문제, 빈부갈등 등 수많은 과제를 안

고 있다. 이들 문제점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현대적 해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선적 대

안과 활로는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SEO401 선과 명상음악

Seon & Contemplative Music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

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법들이 있다. 그중 특

히 주목받고 있는 명상음악의 이론과 내용들

을 살펴보고, 청소년이나 일반인 등 보다 직

접적인 대상이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음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리한다.

SEO402 선 상담심리학

Psychology of Seon Counseling

다른 사람의 수행 및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근기나 수행상

황, 생활형태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

하다. 더구나 현대에는 외적으로 드러난 환경

만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문제에 이르기까

지 엄 하고 자세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선 상담심리의 학습을 통해 이를 

위한 전반적 이론을 수학한다.

SEO403 선수행 지도방법론

Instructional Methodology of 

Seon Practices

고도의 깊은 정신세계에 있는 선 수행을 지

도함에는 지도자의 높은 경지와 그에 따른 

제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수행자의 수행 형태와 단계에 따라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안목과 

방법론이 곁들여져야 한다. 이 과목에서는 위

빠사나와 간화, 묵조선을 포함해 수행법 전반

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행 지도방법론을 학습한다.

SEO404 현대 서구선의 동향

Western Contemporary Practices in

Seon 

동양의 문화권에서 자리잡아 인류에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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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쳐온 선이 오늘날에는 서구사회에서 대

단한 주목을 받고 있다. 수많은 수행단체와 

명상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는 서구인들의 삶

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구미와 유럽 등 현대 서구사회에서 오늘날 

선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며, 그 수행과 현

황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다.( 어교재와 언

어 사용)

SEO351 선과 서양철학 

Seon & Western Philosophy

20세기에 들어 일단의 서양철학자들이 동양

의 문화, 특히 선을 접하면서 그들의 사상조

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서양의 정신문

명을 이끌어온 서양철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철학이념을 창출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쇼펜

하우어나 니체, 베르그송 등의 선과 깊은 연

관을 맺고 있는 생철학을 비롯해 여타 서양

철학과 선의 관계들을 살펴본다.

SEO352 비교명상의 이해

Comparative Meditation

오늘날에는 위빠사나와 간화선, 묵조선 등 불

교의 선 수행법 이외에도 단학, 마인드콘트

롤, 아봐타, 마음수련, 천주교의 묵상 등 다양

한 명상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구체적 내

용은 무엇이고 행하는 행법의 핵심은 어떤 

것이며, 효과와 과제 등은 무엇인지를 학습한

다.

SEO353 선문화론

Studies in Seon Culture

선의 실제적 모습은 인간의 삶으로 나타난다. 

수행을 통한 내면의 정화와 깨달음도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며, 나아가 다양한 실생활의 

여러 모습 속에 선 정신이 깃들어 나타날 때 

선의 진면목이 구현되게 된다. 이러한 선 정

신과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역, 곧 화와 

연극, 만화·패션·공간·다도·서예·건축 등 삶의 

제반 요소와 선의 내용, 즉 선문화와 관련된 

이론 및 실제를 살펴보고 이해하며 창출해보

도록 한다.

SEO451 공안집 특강

Lectures on kongan Scriptures

전래 이래 한국선의 주된 수행법으로 오늘날

까지 자리잡고 있는 간화선의 깊이 있고 체

계적인 이해를 위해 공안의 모음집인 무문관

이나 벽암록, 선문염송 등 공안집을 살펴본

다.

SEO452 선 상담실습

Practices in Seon Counseling

학습된 선 상담심리학을 바탕으로 선 상담을 

직접 실습하도록 한다. 개인 및 소수의 인원, 

초보 및 숙련된 전문인, 연령, 환경, 생활형태 

등 분류를 다양화하고 대상 상담인을 구체화

하여 상담사례의 폭을 넓히고 이론 및 방법

을 체계화한다.

SEO453 선 치료 실습

Practices in Seon Healing

선 수행은 자신의 무지와 번뇌의 해결법이기

도 하지만 정신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근원적 치유를 가

능케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법을 사용하여 직접 치유를 

시도하고, 특히 명상음악을 통한 선 치료를 

실습한다.

SEO454 선수행 지도 실습

Practicum of Instructional 

Methodology of Seon

수학한 선 지도방법론을 바탕으로 선 지도를 

직접 실습한다.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대학생

부, 일반 신도회 및 여타 모임이나 단체 등에

서 개인이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위빠사나

나 간화선, 묵조선 등의 수행에 대해 지도를 

실습한다. 

학점없음 안거수행 *

Retreat in Practice Period

이론적 이해만이 아니라 직접 실수를 위해 

안거수행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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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인류의 지향목표는 보다 안락한 정토(淨土)    

의 파라다이스를 지향하고 다복하기를 염원하

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

고 다양성의 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

고 갈등이 계층 상호간에 심화되고 있다. 따라

서 그늘진 곳 소외된 곳에 대한 무량자비 희사

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완벽한 복지사회를 구

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사회와 인류사회의 커

다란 중생구제의 과제이다. 이러한 인류에게 복

지사회를 선사하고 더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

게 할 민간서비스 전문가인 보살들을 양성하는 

것이 불교사회복지학 전공의 목적이다. 불교대

학 불교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

스한 배려와 자비를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불교사회복지학 전공의 연구주제는 정책분야와 

임상 및 서비스라는 실천분야를 포함한다. 정책

분야에서는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과 제도를 연구한다. 사회보험제도(국

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노동과 실업, 정책 등을 연구하

여 개발하고 복지국가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불교 사회복지 정책의 모형도 개발 제시한다. 

임상 및 서비스 분야라는 실천분야에서는 사람

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서비스를 연구한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

애인, 노숙인, 청소년, 노인, 여성등 사회적 지원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프로그램

과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고 복지국가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불교 사회복지 정책의 모형도 

개발 제시한다. 임상 및 서비스 분야라는 실천

분야에서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서비스를 연구한다. 아동

학대, 가정폭력,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노인, 

여성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

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

고 적용한다. 즉 중생구제 사업이다. 불교사회

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지만 구체적 현

실에 개입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

는 점에서 여느 학문과 다르다. 불교사회복지학

은 제행무상의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시대

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항상 생생히 중생 

속에서 살아있는 학문으로 발전을 기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

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

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

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즉 중생구제 사업

이다. 또 불교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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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가장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졸업 후 진로는 

불교사회복지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다. 학부

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불교 사회복

지 관련 연구기관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와 학문적 개발을 위해 일하

게 된다. 또는 도서관이나 연구실이 아닌 현장

에 종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

고 돕고 협조하는 일을 할 수 도 있다. 보통 

사회복지와 관련된 현장으로는 지역사회복지

관을 가장 쉽게 떠 올 릴 수 있는데 이곳에서

는 각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병원의 사회사업과로 진출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갑작

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

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제

적 재원을 조달해 주거나 심리적 충격을 완화

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

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도 있다. 

그밖에 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정신과 의사, 간

호사, 임상심리사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

하기도 하며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전문 요원

이나 행정고시의 사회복지 계열로 진출함으로

써 공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 내에 종사하기

도 한다. 불교사회복지학은 사회와 인간을 연

구 역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사회복지에 대

한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가치관 즉 생명가치

나 사회중생 가치 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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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교육과정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어 문학부

  어 문학전공

  어통․번역전공

문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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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국어국문학은 민족 언어 및 문학에 대한 학

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보존과 창달

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민족 

언어 및 문학의 전통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술, 교육, 문필 활동

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중점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민족언어 및 문학유산들을 올바르게 감

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개발시킨다.

  (2) 민족어문학의 지식을 보편적인 언어 및 

문학 이론으로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

  (3) 사회 일반에 모범이 되는 언어 및 문장 

구사력을 갖추게 한다.

  (4)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능력

을 배양하고, 사회적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1. 국어학 분야에서는 구문론, 의미론, 음운

론, 형태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및 의미론 분야

는 전통문법, 구조문법에 이어 변형생성문법의 

연구 결과에 크게 향을 받았다. 그리고 표기

법은 향찰, 구결, 이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사료에 대한 세심

한 관찰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계통론 및 지명

학과 어원론은 연구의 범위가 그리 넓지 못한 

상황이다. 추후 국어학 분야는 독창적 연구, 기

초적 연구, 실용적 연구, 통합적 연구 등을 지

향하여 다각도의 연구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

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분야는 최근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서 

본 학과의 특성화 방향과도 일치한다.

  2. 고전문학 분야는 구술문학, 고전시가, 고

전산문(소설), 한문학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

된다. 최근에는 구술문학과 한문학 연구가 심

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전문학의 연구 역

과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설화와 민요 중심이

던 구술문학연구는 민속극, 판소리 및 서사무

가, 생애담(경험담), 신화의 장르에 대해 새롭

게 접근했다. 한문학은 오랜 동안의 문헌학적 

연구와 번역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술사, 

풍속사, 출판문화사, 인식론, 생태사상 등 새로

운 문제를 발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

전시가 분야는 기존의 향가, 고려속요, 시조 연

국어국문학
Korean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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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에 꾸준히 작품이 발견되는 가사와 잡가

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졌다. 고전소설 연구는 

소설과 인접한 문학 갈래에 대한 관심이 넓어

지는 동시에 고전소설을 읽는 사회사적 분석 

시각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국

역·현대어 번역 출판의 확대, 원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사업으로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

들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고전문학은 최근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가

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역

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본교 및 본 

학과의 특성화 방향과도 일치한다.

  3. 현대문학분야에서는 현대소설, 현대시, 현

대희곡 및 현대문학이론 및 문학비평, 문학사

를 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

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방 이전

의 작가와 작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점차 해

방 이후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장르적 측

면에서는 현대소설 및 현대 희곡에 대한 연구

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한 화해 및 통

일시대를 앞두고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통일문학사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띨 

것이다. 문학연구의 고립성을 탈피하여 문화연

구라는 큰 틀 속에서 학제연구를 바탕으로 문

학 및 문화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문화 및 문화콘텐츠 연구의 활성화

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거니와, 본교 

및 본 학과의 특성화 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

로 본 학과에 3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졸업 후 진로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진로의 역은 다양

하다. 국문학의 기초/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

는 구성작가, 전자출판편집자, 광고 카피라이

터, 신문 및 방송 언론기자, 웹 기획자 등 출

판/언론 분야 등 전통적인 국어국문학과 졸업

생의 취업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을 받

고 있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문화연구자, 문화

평론가 등 문화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문화연구는 국문학으로부터 다양한 원천과 

연구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전문가, 학예사

(큐레이터), 전통문화행사 기획자 등으로 진

로의 역을 넓힐 수 있다. 문화분야로의 진

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2007학년도부터 신설

될 문화학, 문화공학, 문화경  연계전공 중 

하나를 골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교직과정 이수를 병행해 국어교사로의 진로

를 모색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

구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 (전문 30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 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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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KOR 101

KOR 102

현대문학입문

국어학의이해
3 3

2
KOR 151

KOR 152

국문학개론

문화연구입문
3 3

2

1

KOR 201

KOR 202

KOR 203

KOR 204

KOR 205

고전시가강독

고전산문강독

현대소설강독

문학연구방법

국어음운과표준발음

3 3

2

KOR 251

KOR 252

KOR 253

KOR 254

KOR 255

한문학강독

현대문학사

현대시론

국어사자료강독

국어단어와문장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KOR 301

KOR 302

KOR 303

KOR 304

KOR 305

KOR 306

KOR 307

KOR 401

KOR 402

KOR 403

고전시가론

한국한문학론

현대시강독

해방후문학과비평*

국어의역사

훈민정음의이해

서사문화론*

구술문학론

국어학논문강독

한국현대문화론**

3 3

2

KOR 351

KOR 352

KOR 353

KOR 354

KOR 355

KOR 451

고전문학사

고전소설론

현대소설론

국어어휘와표현

중세국어문법의이해

한국불교문학․문화론**

3 3

    *는 홀수 년, **는 짝수 년에만 개설

   ※ 국어국문과와 국어교육과의 전공과정은 원칙적으로 통합운 되며 이수과목은 전공으로 상호 인정됨



국어국문학

95

■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갑 기
고전문학(고전시가) 국문학개론, 고전시가강독, 고전시가론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서 태 룡
국어학(문법론) 국어학의이해, 국어단어와문장, 국어학논문강독

서울대 국문 / 서울대 국문 / 서울대 국문 문학박사

황 종 연
현대소설 및 문학이론 현대소설강독, 현대소설론, 해방후문학과비평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김 무 봉
국어학(의미론) 국어어휘와표현, 훈민정음의이해, 중세국어문법의이해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한 만 수
현대문학(문학비평) 문학연구방법, 현대문학사, 한국불교문학․문화론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정 우 
국어학(음운론) 국어음운과표준발음, 국어사자료강독, 국어의역사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김 상 일
고전문학(한문학) 한문학강독, 한국한문학론, 고전문학사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김 춘 식
현대시 및 문학이론 현대시론, 현대시강독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정 환 국
고전산문(소설) 고전산문강독, 고전소설론, 구술문학론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 성균관대 한문학 / 성균관대 한문학 문학박사

박 광 현
한국현대문화연구 현대문학입문, 문화연구입문, 서사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동국대 국문 / 일본 다이쇼대 일본어학일본문학 / 일본나고야대 사회정보학 P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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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대학원 진학

분야별 과목

(국어학/고전문학/

현대문학)

분야별 과목

(국어학/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어문계열

고전문학: 일문학, 중문학

현대문학: 어문계열, 문예창작

구성작가

전자출판편집자

광고분야

언론기자

웹 기획

현대문학입문

문화연구입문

현대소설강독

문학연구방법

국어단어와문장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구술문학론

한국불교문학․문

화론

국어어휘와표현

희곡창작연습(문예창작학)

스토리텔링(문예창작학)

편집기술론(문예창작학)

광고카피론(문예창작학)

카피라이팅(광고학)

매체전략론(광고학)

방송학연습(신문방송학)

멀티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신문방송학)

문화콘텐츠 

전문가

문화연구자

문화평론가

현대문학입문

국문학개론

문화연구입문

현대소설강독

현대시강독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구술문학론

한국불교문학․문

화론

서사문화론

한국현대문화론

문화정보경 개론(철학)

예술철학(철학)

공동체론(윤리문화학)

언어와문화( 어 문학)

미문학과 화예술( 어 문학)

독일문예학(독어독문학)

미디어산업론(신문방송학)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신문방송학)

문화학 

연계전공

문화공학 

연계전공 

권장

전통문화전문가

학예사(큐레이터)

전통문화행사 

기획자

국문학개론

고전시가강독

고전산문강독

한문학강독

고전시가론

한국한문학론

훈민정음의이해

구술문학론

한국불교문학․문

화론

고전문학사

고전소설론

역사민속학(사학)

동양문화사(사학)

한국의유불사상(철학)

문화와역사의철학(철학)

문화의이해(윤리문화학)

한국종교의이해(윤리문화학)

동아시아문물교류사(역사교육학)

한국민중생활사(역사교육학)

문화경

연계전공

권장

국어교사

국어학의이해

국문학개론

국어음운과표준

발음

현대문학사

국어단어와문장

고전시가론

한국한문학론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구술문학론

고전문학사

고전소설론

해방후문학과비평

문법교육론(국어교육학)

작문교육론(국어교육학)

독서교육론(국어교육학)

매체언어교육론(국어교육학)

국어음성교육론(국어교육학)

고전문학교육론(국어교육학)

현대문학교육론(국어교육학)

국어교사론(국어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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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KOR101 현대문학입문 

Introduction to Moder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향수에 필

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학의 본질과 

기능, 시․소설․희곡 등 주요 문학 장르의 

특징, 문학의 해석과 평가 등 문학 일반에 관

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KOR102 국어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nguistics

언어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어의 음성, 음운, 단어, 문

장, 담화 등 각 언어 단위의 특징과 상호 관

계를 파악하고 국어의 역사, 방언, 문자에 대

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KOR151 국문학개론 

Understandings to Korean Literature

국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터득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국문학의 범위, 갈래, 

역사 등에 관한 원론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정의한다.

KOR152 문화연구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

으로 문화연구의 중요 이론을 개괄한다. 한국

의 동시대적 문화현상에 주목하여 다양한 문

화현상에 대한 관찰과 이론적 이해를 시도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

KOR201 고전시가강독 

Readings in Traditional Korean Poetry

한국 전통시가 전반에 걸친 독해 능력을 기

르고, 이에 대한 문학적 이해의 폭을 넓힌다.

KOR202 고전산문강독 

Readings in Classical  Korean Prose

고전산문의 대표적 작품들을 골라, 고전을 읽

는 훈련과 작품들을 직접 읽고 감상하는 능

력을 기른다. 전체적으로는 소설사적 맥락에 

이어지도록 교과를 운 한다.

KOR203 현대소설강독 

Readings in Modern Fiction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한국 현대소설사에

서 대표적인 장편과 단편들을 엄선하여 강독

한다. 현대소설의 비평적 독해력을 기르고 현

대소설의 역사적 계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

다.

KOR204 문학연구방법 

Methods for Literary Studies

문학연구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이론적, 실

제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문학연

구의 방법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터득하도록 

한다. 본격적인 문학연구에 불가결한 제반 이

론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그 실제적 활용 능

력을 함양한다.

KOR205 국어음운과표준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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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인

가 하는 사실을 방언과 표준어의 발음을 대

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KOR251 한문학강독 

Readings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문․사․철을 포괄하는 고전 한문학은 전근

대 동아시아 제국의 문학에 절대적인 향을 

끼쳐 한문문화권을 형성하 다. 한국 한문학 

또한 그것의 원천성과 모범성에 기대면서도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보 다. 따라서 이 강좌

는 한국 한문학에 향을 끼친 고전적 한문 

작품을 강독하여 한문학의 바탕을 인식하고, 

한국 한문학 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강독을 통해서 한문 작품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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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한국 한문학의 심

미적 특질과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KOR252 현대문학사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문

학사의 근본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KOR253 현대시론 

Theories of Modern Korean Poetry

현대시의 다양한 유파의 주체와 그 표현상의 

기교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되, 주로 ․불시

를 중심으로 사조별로 섭렵하고, 이어 한국시

의 오늘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KOR254 국어사자료강독 

Readings in History of Korean

Language

중․근세어의 문헌자료 강독을 통하여 국어

의 음운․문법․어휘의 역사적인 모습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의 역사에 대한 논문

을 이해할 수 있는 고전 문법의 기초적 지식

을 습득한다.

KOR255 국어단어와문장 

Korean Morphology and Syntax

국어의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위와 범주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익

히고, 국어 단어의 형태론과 문장의 통사론에 

관한 중요한 기존 연구의 업적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OR301 고전시가론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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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302 한국한문학론 

Introduction to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전근대 우리나라에서 한문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에 대한 양식적․제재적․미학적 탐색을 

통해 중국고전문학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한국한문학의 독자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국문문학과의 향 관계를 살펴서 한국문학

의 역과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KOR303 현대시강독 

Readings in Modern Poetry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한국 현대시사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한다. 현대

시의 비평적 독해력을 기르고 아울러 현대시

의 역사적 계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KOR304 해방후 문학과비평 

Literature and Criticism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해방 후 주요 문학 및 비평 작품을 보다 넓

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검토하면서 해방

에서 현재에 이르는 한국문학의 계보와 비평

적 쟁점을 살펴본다.

KOR305 국어의 역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우리말의 조상은 어떤 언어이며 고대, 중세, 

근대국어에서 어떤 변화를 입어 현대국어에 

이르 는가 하는 국어의 역사를 음운, 문법, 

어휘 체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함으

로써 민족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에 이바

지한다.

KOR306 훈민정음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Hunminjeongeu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세계 문자 사상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국 문

화유산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중심으로 

하여, 독창적인 제자 원리와 정 한 운용방

법,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와 현재에 이르기까

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 ’이 앞

으로 한국문화와 세계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보고자 마련한 강좌이다.

KOR307 서사문화론 

Theories of Narrativ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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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화의 중요한 특성인 서사는 신화와 설

화, 소설은 물론 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

이션, 게임 등 다양한 현대문화의 장르에 공

통되는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정통문학은 물

론 대중문화까지를 아우르는 서사문화 전반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현대문화의 역에

서 서사문화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KOR351 고전문학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원시종합예술에서 조선조 문학에 이르기까지

의 한국문학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

다. 고전문학의 역사에 나타난 지속과 변화의 

양상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학적 

전통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본격

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

KOR352 고전소설론 

Theories of Classical  Korean Fiction

한국 고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적 특징, 

고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고소설의 풍부한 유산

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KOR353 현대소설론 

Theories of Modern Korean Fiction

현대소설의 감상, 해석, 평가에 있어서 필수

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소설의 본질에 해당하

는 원리들, 소설의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론 학습과 

작품 읽기를 병행한다.

KOR354 국어어휘와 표현 

Lexicologie and Expression

국어 어휘를 중심으로 문장, 담화 등의 표현

에 대한 의미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국어 의

미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OR355 중세국어문법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Middle Korean

Grammar

중세 한국어 자료 중 가장 신뢰할 만한 15세

기 중엽부터 16세기 말까지의 한 자료를 중

심으로, 총론·형태론·통사론의 측면에서 중세

국어 문법의 여러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

고,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와의 역사적 연계성

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 한국

어 문법의 여러 현상을 거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강좌이다.

KOR401 구술문학론 

Oral Tradition in Korean Literature

구술문학을 독립된 학문체계로 정리 개관하

고, 특히 신화, 설화, 판소리, 민담, 야담, 민

속극 등 산문문학의 전통에 유의하여 강의를 

이끈다. 문헌설화의 정리방법과 기록문학과

의 관련에서 뿐만 아니고, 구비문학 조사방법 

등 실제 현지조사도 가능한 한 곁들이도록 

한다.

KOR402 국어학논문강독 

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국어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국

어정책, 국어생활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읽고 

이해하여 우리말의 여러 현상에 국어학을 응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OR 403 한국현대문화론 

Theories of Modern Korean Culture

인터넷, 상 등 새로운 디지털 매체와 대중

문화의 상승에 의한 한국 현대문화의 변동 

양상을 파악한다. 현대문화의 현황을 이해하

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한국 현대문화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증진한다.

KOR 451 한국불교문학․문화론 

The Buddhist Tradition in Korean     

Literature & Culture

물질문명 중심의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

하는 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보급하기 위한 불교문

학․문화이론 정립을 모색한다. 마이너리티

의 정체성에 관심을 두는 포스트콜로니얼 이

론, 생태주의 등과 불교적 사유와의 접점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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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본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어권 지역 전반에 걸

친 기본 지식을 전수하고 독일인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해 

살아있는 실용독일어 능력을 배양시키며, 독일

어문학을 토대로 독일어권의 사회, 문화, 예술

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키워 독일어권 전반

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나아가 유럽지역에 관한 

균형 있는 안목을 갖춘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국제적 감각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을 

포함하는 독일어권은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

에서 유럽의 핵심 언어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강력한 유로

화를 바탕으로 유럽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 

및 독일어권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통일과 국

제화시대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어권에 대한 국제적인 전

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독일어권에 대한 문화정

보의 학습과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한 실용적인 

내용의 독일어 습득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졸업생들은 독일어권 회사의 국내지사

(BMW, BASF, Siemens, Bosch, Hoechst, 

Bayer, Osram, 벤츠 등) 및 독일 대사관, 오스

트리아 대사관, 한독 상공 회의소, KOTRA 

(대한 무역진흥공사), 독일 재단 (콘라트 아데

나우어,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 국제 교

류 재단, 독일 문화원 그리고 한국의 독일어권 

지사에서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계

/금융계/출판계/항공사 등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과 독일어권 유

학을 통해 더 깊은 학문연구에 접할 수 있다. 

더욱이 동유럽 독일어권의 개방과 더불어 보다 

많은 독일어권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독어독문학
German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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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GER 101 독일어 첫걸음 3 3 독어강의

2 GER 151 초급독일어문법 3 3 독어강의

2

1

GER 201

GER 202

GER 203

GER 204

살용독일어회화1

문화와 언어

기초독일어문장연습

독일동화의 세계

3 3

2

GER 251

GER 252

GER 253

GER 254

GER 255

독일어의 발음과 표기

독문강독

문화기호학

독일문학의 흐름

중급독일어문법

3 3

독어강의

전문

교육

과목

3, 4

1

GER 301

GER 302

GER 303

GER 304

GER 401

GER 402

GER 403

독일어청취연습1

독일연극의 이해

실용독일어문법

비디오독일어

독일의 생활문화

독어학의이해

번역연습

3 3

독어강의

독어강의

독어강의

독어강의

독어강의

2

GER 351

GER 352

GER 353

GER 451

GER 452

GER 453

GER 454

독일어청취연습2

실용독일어회화2

시사독일어

스크린독일어

독일소설문학

독 구문연습

실용독일어문장연습

3 3

독어강의

독어강의

독어강의



2007 Course Catalog 

102  

■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황 혜 인
독문학

실용독일어회화1, 실용독일어회화2, 번역연습, 독문강독, 

실용독일어문장연습, 중급독일어문법

서울대 독문 / Mainz대 독문 / Bonn대 독문 문학박사

임 호 일
현대독희곡

독일문학의 흐름, 독일연극의 이해, 기초독일어문장연습, 

시사독일어, 실용독일어문법

고려대 독문 / 고려대 독문 / 오스트리아 Graz 독문 문학박사

봉 일 원
현대독어학

초급독일어문법, 독일어의 발음과 표기, 독일어청취연습1, 

독일어청취연습2, 독어학의 이해, 독 구문연습,

문화와 언어, 문화기호학

고려대 독문 / 고려대 독문 / Paderborn대 독문 문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독일어 교사

기초독일어문장연습 

중급독일어문법

독일어의 발음과 표기

문화와 언어

문화기호학

독일어청취연습 1

독일어청취연습 2

실용독일어회화 2

실용독일어문법

독일의 생활문화

비디오독일어

독어학의 이해

교육학입문(교육학)

교육과정이론(교육학)

교육측정 및 평가(교육학)

인간발달과 학습(교육학)

독일어 관련 

통번역, 

해외 사업 

분야

실용독일어회화 1

독일어의 발음과 표기 

중급독일어문법

기초독일어문장연습

독문강독

문화와 언어

문화기호학

독일어청취연습 1

독일어청취연습 2

실용독일어회화 2

실용독일어문법

번역연습 

시사독일어

실용독일어문장연습

독 구문연습

전자상거래입문(국제통상학)

인터넷무역(국제통상학)

국제무역실무(국제통상학)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국제통상학)

무역 어(국제통상학)

국제무역과 마케팅(국제통상학)

언론 기자 및 

문예 작가, 

공연예술가, 

문화운동 

전문가

독일문학의 흐름

독일동화의 세계

문화와 언어

문화기호학

독일연극의 이해

스크린독일어

독일소설문학 

독일의 생활문화

번역연습 

현대시읽기(국어국문학)

현대소설쓰기(국어국문학)

현대희곡읽기(국어국문학)

세계문학특강(문예창작학)

서양연극사(연극학)

상산업론( 화 상학)

세계 화사( 화 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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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GER101 독일어 첫걸음 

German ABC

독일어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학습의 

예비과정으로서, 첨단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

해 독일의 언어와 문화를 연관시켜 이해시키

면서 독일어의 기초단계에 매우 용이하게 접

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GER151 초급 독일어 문법

Elementary German Grammar

독일어를 처음 배우려는 학생을 위하여 개설

한 초급과정의 강좌로 현대 표준독일어의 기

초문법 그리고 평이한 내용으로 된 초보적인 

문장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학습내용은 초보적인 문장 읽

기, 예문의 이해와 간단한 발표를 위한 문법

이다.

GER201 실용독일어회화1

Practical German Conversation1

독일과 한국에서 독일어로 표현해야 하는 상

황을 중심으로 회화 수업을 한다.

GER202 문화와 언어

Culture and Language

언어를 문화 및 매체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문화라는 전체 

틀 속에서 언어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안목을 

키우고자 한다. 세 단계로 나뉜 본 강의에서

는 언어의 핵심 구조, 텍스트의 구성 원리, 

실제 문화 현장(매체 및 광고)에서의 언어적 

현상을 학습한다.

GER203 기초독일어문장연습

Elementary German Composition

독일어 기초문법의 중요한 사항들을 직접 활

용, 단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통하여 학생 개

개인의 자기표현으로서의 정확한 독일어 

쓰기와 말하기, 나아가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들을 언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보다 고급한 문장의 이해 및 

작성에 필요한 예비적, 기초적 작문실력을 쌓

게 한다. 

GER204 독일동화의 세계 

Readings in German Fairy Tales 

독일의 민속동화 및 전설, 설화, 창작동화 그

리고 캘린더 이야기 등 평이하고 친숙한 주

제와 문장으로 된 동화들을 강독 해설함으로

써 독일동화의 특성과 민속의 세계에 익숙케 

하고 동시에 독일어 기초실력을 향상시키도

록 한다.

GER251 독일어의 발음과 표기 

German Pronunciation and Orthography

독일어의 보다 정확한 발음과 청취를 위한 

예비훈련으로서 독일어의 음소와 형태소 및 

자소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독일어의 

새로운 정서법에 대해 개관시킨다. 

GER252 독문강독

Readings in German Texts

실용문에서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장을 선별하여 강독함으로써 독일

어 실력 배양에 목표를 둔다.

GER253 문화기호학 

Cultural  Semiotics

문화라는 틀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 기호생성

과정(Semiosis)을 연구하는 문화기호학의 주

요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문화현

상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과학적인 시

각의 함양을 지향한다.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으로 문화콘텐츠를 수용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세 단계로 나뉜 본 강

의에서는 구조기호학(독일과 프랑스의 구조

기호학, 미[퍼스와 모리스]의 기호학)의 핵

심원리, 기호의미론과 기호통사론 및 기호화

용론의 구성원리를 심화 학습하고, 궁극적으

로 문화현장에서의 응용기호학의 실제를 연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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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254 독일문학의 흐름 

History of German Literature

독일문학의 원류인 그리스 문학에서 출발하

여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19세기의 

리얼리즘 그리고 현대 독일문학의 대표작가 

및 작품의 역사적 의미를 공시적 및 통시적

으로 조명한다.

GER255 중급독일어문법 

Intermediate German Grammar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배우는 이들에게 독

일어문법에 대한 지식은 독일어를 정확히 이

해하고 구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독어독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이들에게 독일

어문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강좌는 기초독일어문법에서는 체계적으로 다

루어지지 않은 중급단계를 연습을 통해 익힌

다. 

GER301 독일어청취연습 1 

German Listening Comprehension 1

멀티미디어 장비와 여러 종류의 시청각 자료

들을 활용하여 유형화된 기본적인 현장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GER302 독일연극의 이해 

Understanding of German Theater

계몽주의의 레싱을 비롯해서 19세기의 뷔히

너 및 현대의 브레히트, 프리쉬 등에 이르기

까지 독일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번역본으로) 두 편씩 선정하여, 이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독일연극의 성격을 규

명한다.

GER303 실용독일어문법 

Practical German Grammar

중급독일어문법에서 다루지 못한 현대 독일

어의 고급단계의 문법 사항과 이에 해당되는 

실용적인 텍스트를 토대로 연습을 통해, 전문

가 수준의 원서강독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

킨다. 

GER304 비디오독일어 

Video German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학습하기 위한 비디

오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독일인의 일상생

활의 대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GER351 독일어청취연습 2 

German Listening Comprehension 2

독일어청취훈련 1에 이은 연속강의로서 멀티

미디어 장비와 여러 종류의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러 생활주제에 따른 현장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GER352 실용독일어회화 2 

Practical  German Conversation 2

실용독일어회화 1의 속강으로 비디오를 보면

서 상황에 맞는 회화와 청취연습을 한다.

GER353 시사독일어 

Current German

유럽을 중심으로 한 통일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걸친 발전과정을 배경으로 개별 사항

들을 내용면과 용어 및 문장표현의 양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문화사적 시각에서 독일 인

습사회와 민족성을 고찰한다.

GER401 독일의 생활문화 

German Life and Culture

독일인의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양식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적 고

찰을 통해, 독일인의 제반 생활 분야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추구한다.

GER402 독어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German Linguistics

이 강좌에서는 언어학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

어의 음성, 음운, 단어, 문장, 텍스트, 담화 등 

개개의 언어 단위의 특징과 상호관계를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분야와 방향, 그

리고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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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403 번역연습 

German Exercise through Translation

소설을 비롯한 독일 (모범)산문을 텍스트로 

하여 독일 문장의 구문 및 통사적 성격을 규

명하고, 직역과 의역 및 등가어의 관계를 문

장의 실례를 통해 규명한다.

GER451 스크린독일어 

Screen German

독일의 내외에서 작품성면에 있어 호평을 받

고 있는 좋은 현대 화들을 선정하여 감상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독일어로 파악하며 

개별적인 내용들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재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GER452 독일소설문학 

Modern German Novels

독일소설의 발전과정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살피고 현대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개관하며 

종래적 소설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확인한

다. 직접 적절한 몇 작품을 선정하여 강독과 

해설을 통해 각 작품의 예술성 및 작품의 메

시지를 작가별로 파악 비교하여 시대적 공간

적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 소설의 

예술적 사회적 기능을 살핀다.

GER453 독 구문연습 

Exercise in German-English Structure

어도 독일어와 마찬가지로 인도게르만어에 

속하지만, 독일어와 어의 문법 및 어휘 구

조에 있어 많은 상이점과 유사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를 이미 기본적으로 습득한 학생

들에게 두 언어간의 상이점을 구문을 통해 

비교해봄으로써, 독일어를 보다 용이하게 이

해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GER454 실용독일어문장연습 

Practical  German Composition

이력서, 입학원서, 계약서 작성, 상업적 서간

문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문 작성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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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일어일문학 전공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

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 그들의 

언어와 문학, 나아가 문화 전반에 걸친 학습을 

통하여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

으로 일본어문법, 어학개론, 문학개론, 문학사, 

어학사 등의 일어학, 일문학 및 일본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토록 하여 

양국 문화, 경제교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과 관련된 타 분야에서의 활동도 가능하도

록 폭 넓은 소양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일본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다방면에서 한국

과 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이다. 이에 일본과 관련

된 인문학적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을 통해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

제무대에서의 한일관계를 위해 고급 일본어 구사 

능력에 필요한 일본어의 숙달 뿐만 아니라 일본 

문학은 물론, 일본 사회의 역사, 경제, 정치 등 일

본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이 중

요시 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재학 중 매학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자매대학 교류 및 일본 정부 문부성 장학

생, 日硏生 장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졸업 

후 뛰어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본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대학교수 및 학자, 연

구기관의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일

본 문학 및 문화 일반에 바탕을 두어 일본 전

문가가 될 수 있다. 또,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일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일 무역통상 

기업체로의 취업 및 일본어 통·번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대기업체나 중소기업, 은행과 같은 

일반 기업체는 일본 관련 업무의 역에서 기

획, 해외 업, 교육, 비서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라는 특성

상 일본 관련 방송국, 일본에 본사를 둔 은행이

나 기업, 또 JET프로그램에 의한 취업 등 일본 

내 취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직

과정의 이수를 통해 중고등학교의 일본어 교사

가 될 수 있다.

일어일문학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일어일문학

107

■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JAP 101 초급일본어 3 3 일어강의

2 JAP 151 중급일본어 3 3

2

1

JAP 201

JAP 202

JAP 203

JAP 204

중급일본어문법

중급일본어회화

일본현대소설입문

시사일본어

3 3
일어강의

일어강의

2

JAP 251

JAP 252

JAP 253

JAP 254

JAP 255

고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작문

일본근대소설입문

일본문예강독

일본학의 이해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JAP 301

JAP 302

JAP 303

JAP 401

JAP 402

JAP 403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표현론

일본근대문학입문

일본고전문학입문

일본한자음

일본문학개론

3 3 일어강의

2

JAP 404

JAP 351

JAP 352

JAP 353

JAP 354

JAP 451

JAP 452

일본문화사

일본문학사

일본어관용표현

일본어교수법

일본근대문학강독

일본어사

한·일비교문학

3 3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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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수 현
일본어표현론 현대일본어문법 / 일본어표현론

한국외대 일어/ 오사카(大阪)대 일문 / 오사카(大阪)대 일문 

강 석 원
일본고전문학 일본고전문학 / 일본국학 / 일본학

국제대 일문 / 오사카(大阪)대 일문 석사 / 오사카(大阪)대 일문

김 용 기
근대일본문학 일본근대문학 / 일본근대소설 / 일본문학사

청주대 일문 / 주오(中央)대 일문 /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 일문 

이 경 철
일본어음운론

일본어음운론 / 일본어음성학 / 일본한자음연구 / 일본어

사연구

동국대 일문 / 동국대 일문 석사 / 히로시마(廣島)대 교육 

김 환 기
현대일본문학 일본현대문학 / 한일비교문학 / 일본학의이해 / 일본문화사

동국대 일문 / 다이쇼(大正)대 문학 / 다이쇼(大正)대 문학 

요 시 모 토
한일 대조언어학 일본어회화 / 일본어작문

오이타(大分)대학 경제 / 부산대 / 부산대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일어교사

중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문법

고급일본어작문

일본어학개론

일본한자음

일본문학개론

일본어교수법

일본문학사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및 평가

일본어교재연구·지도법

일어관련

통·번역

해외사업 분야

중급일본어회화

시사일본어

일본어표현론

일본학의 이해

일본어관용표현

국제무역실무

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통상론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문예작가·

문화관련

전문가

일본현대소설입문

일본근대소설입문

일본문예강독

일본근대문학입문

일본고전문학입문

한·일비교문학, 일본어사

일본문화사, 일본근대문학강독

한말·일제시대의 이해

일본사 교육론

현대문학사상사

현대문학비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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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JAP101 초급일본어

Elementary Japanese

일본어의 문자·발음의 기호를 익혀 기본적인 

일본어 체계를 학습한다.

 

JAP151 중급일본어

Intermediate Japanese

기본문형·문법·어휘력의 학습을 통해 독해력

을 배양한다.

  

JAP201 중급일본어문법  

Intermediate Japanese Grammar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통하여 우리말과의 차

이를 대조 비교함으로써 일본어 문법을 정확

히 이해하도록 한다.

JAP202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Japanese Conversation

회화체의 중급 수준을 완료한다.

JAP203 일본현대소설입문  

Modern Japanese Novel

일본의 대표적 소설을 임의로 골라 감상하고, 

각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 성향을 분

석·비평한다.

JAP204 시사일본어  

Current Japanese

일본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그

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 우리 문화와의 공

통점·차이점을 비교 검토한다.

JAP251 고급일본어문법

High Course Japanese Grammar

일본어 대우표현(경어), 자동사문, 타동사  문, 

수동문, 사역문 등 복잡한 문형의 문  법구조

를 익혀 난해한 문장의 독해력을  기른다.

JAP252 고급일본어작문

High Course Japanese Composition

일본어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작문 능력을 기른다.

JAP253 일본근대소설입문

Japanese Novels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의 소설을 감상, 

분석,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JAP254 일본문예강독  

Readings in Japanese Art  and 

Literature

일본의 단편적 문학 작품을 감상하여 그들의 

문학세계와 생활을 이해하도록 하면, 어휘력 

및 독해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JAP255 일본학의 이해  

Comprehension to Japanese 

Linguistics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구도적 특징을 분석 고찰한다.

JAP301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현대 일본어의 구조·성격을 알고, 그것이 과거

에 있어 어떤 발달,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

는가, 역사적 배경을 확실히 하며, 또 어떠

한 것 등이 당면의 문제인지를 살펴 일본어학 

기본적인 바탕을 쌓도록 한다.

JAP302 일본어표현론

Japanese Expression

일본어적인 표현의 제 양상들을 한국어와 대

조함으로써 일본어의 특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강의, 논문 읽기, 연구 작업을 병행).

JAP303 일본근대문학입문  

Modern Japanese Literature

일본의 대표적 근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성향을 분석 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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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351 일본문학사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문학사를 

개관하고 각 시대별 대표적 작품 및 작가의 

특징을 고찰한다. 

 

JAP352 일본어관용표현

Japanese Idiom

일본어 관용표현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포괄적

으로 다룬다(공동 연구를 강의와 병행하여 입

체적인 수업을 행).

JAP353 일본어교수법

Teaching methodology on Japanese 

Language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이론 및 테크닉을 학습

한다.

 

JAP354 일본근대문학강독

Readings in Japanese Modern 

Literature

일본의 대표적 근대 작품을 복수 감상하고, 

각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적 성향을 분석

한다.

JAP401 일본고전문학입문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일본고전문학 작품의 해독을 위한 고전문법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대표적 고전작품의 강독

을 통하여 독해력을 배양한다. 

JAP402 일본한자음  

Sino-Japanese

일본의 한자 및 중국어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에 수용된 한자음을 고찰한다.

 

JAP403 일본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일본 고전문학의 대표적 작품을 정선하여 학

습자에게 조사 발표하게 함으로써, 일본문학 

연구의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JAP404 일본문화사  

History of Japanese Culture

일본문화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

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가 일본인의 의식

구조와 일상에 어떠한 향을 끼치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일본문화와 문학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킨다.

 

JAP451 일본어사  

History of Japanese Language

일본어의 각 시대별 상황 및 문법, 음운, 어휘 

등 각 사항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한다.

 

JAP452 한·일 비교문학  

Studies of Comparison between 

Japanese & Korean Literature

한국과 일본의 문학을 비교하고 그 특징에 관

하여 연구한다. 특히 양국의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상적 문학적 보편성을 

살펴봄으로서 동아시아 문학론의 가능성을 모

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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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 

인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생활의 

발자취와 이룩한 유산 모두를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

는데 확고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사학전공에서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서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데 전공 교육의 목표를 둔다. 

  본 사학과는 한국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

편 세계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는 거시적

으로 인류문화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도록 하

여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뚜렷

하게 인식하도록 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제적인 문

화교류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전공의 목표를 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역사학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진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교양 역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참신한 내용

의 사극들도 많이 등장하여 역사에 대한 관심

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역사서들도 기존의 

정치사 위주의 딱딱한 내용에서 벗어나 문화사

나 생활사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일반인들

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

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으며, 학예사나 학예관 등의 자격을 취득하

여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

다. 이외에 학부에서 별도로 교직과정을 이

수하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학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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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HIS 101 서양고대사 3 3

2 HIS 151 서양중세사 3 3

2

1

HIS 201

HIS 202

HIS 203

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근세사Ⅰ

3

3

3

3

3

3

2

HIS 251

HIS 252

HIS 253

HIS 254

HIS 255

한국중세사

한국문화사

동양중세사

서양근세사Ⅱ

서양사강독

3

3

3

3

2

3

3

3

3

2

전문

교육

과목

3, 4

1

HIS 301

HIS 302

HIS 303

HIS 304

HIS 305

HIS 401

HIS 402

HIS 403

한국근현대사

한국사강독

동양근세사

동양사특강

서양최근세사

한국사학사

동양사강독

서양사학사

3

3

3

3

3

3

3

2

3

3

3

3

3

3

3

2

2

HIS 351

HIS 352

HIS 353

HIS 354

HIS 451

HIS 452

HIS 453

한국사상사

동양최근세사

동양지역사

서양각국사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서양사연습

3

3

3

2

3

3

3

3

3

3

2

3

3

3

    ※ 사학과와 역사교육과의 전공과정은 원칙적으로 통합운 되며 이수과목은 전공으로 상호 인정됨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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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기 동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 한국사강독, 한국사연습

서울대 사학 / 서울대 사학 문학석사

임 돈 희
민속학․인류학 민속학의이해, 여성학, 인류학개론

서울대 인류 / Pennsylvania대 민속 석박사과정 민속학박사

김 상 현
한국불교사 한국문화사, 한국중세사, 한국사학사, 한국사상사

경상대 임학 / 단국대 사학 / 동국대 사학 문학박사

정 병 준
중국 고중세사 동양고대사, 동양중세사, 동양사특강, 동양지역사

동국대 사학 / 동국대 사학 / 쿄토대 동양사학 문학박사 

양 홍 석
서양근근현대사․미국사 서양근세사Ⅰ․Ⅱ, 서양최근세사, 서양사연습

동국대 사학 / 동국대 사학 / 동국대 사학 문학박사

서 인 범
동양근세사 동양근세사, 동양사강독, 동양최근세사, 동양사연습

동국대 사학 / 토호쿠대 동양사 / 토호쿠대 동양사 문학박사

남 종 국
서양고중세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사강독, 서양사학사, 

서양사강독

서울대 서양사학 / 서울대 서양사학 / 프랑스 파리1대 서양사 Ph.D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대학원 진학

교육계

한국사학사

서양사학사

동양사특강

한국사강독, 동양사강독

서양사강독, 한국사연습

동양사연습, 서양사연습

교육학입문(교육학)

교육과정이론(교육학)

교육측정 및 평가(교육학)

인간발달과 학습(교육학)

언론·출판계

상콘텐츠개발

방송드라마작가

한국문화사

한국사상사

서양근세사Ⅰ·Ⅱ

서양최근세사

동양근세사

동양최근세사

한국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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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지역사

서양각국사

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박물관학과실습(불교미술)

불교건축론과 보수(불교미술)

한국고고학개론(고고미술사학)

불교고고학(고고미술사학)

역사고고학(고고미술사학)

한국건축사(고고미술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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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HIS 101 서양고대사

Ancient History of the West

서양문명의 고전시대라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개관한다. 서양의 전통을 형성한 헬레니즘과 헤브

라이즘의 형성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다. 

HIS 151 서양중세사  

Medieval History of the West

로마제국의 멸망에서부터 봉건사회의 성립과 붕괴

를 개관한다. 중세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과 변

질에 유의하고, 중세사회의 특성과 근세에 이르는 

계기성을 고찰한다. 

HIS 201 한국고대사  

Ancient History of Korea

한국의 선사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역사를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로 나누어 변천과정을 살

피되, 민족의 형성과 대륙문화와의 교류에도 유의

한다.

 

HIS 202 동양고대사  

Ancient History of Asia

동양문화의 원천을 형성하는 양대 지주인 중국과 

인도의 사전기 및 고대사회의 성립과 그 발전을 개

관하고, 세계사에서의 그 특성을 고찰하여 그것이 

한국사에 미친 향을 더불어 살펴본다.

HIS 203, 254 서양근세사Ⅰ․Ⅱ  

Modern History of Europe Ⅰ․Ⅱ

유럽의 르네상스에서 시민혁명․산업혁명에 이르기

까지의 시기를 개관한다. 이 시기는 거대한 격동의 

시기로서 유럽의 경제, 사회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 

심대한 향을 주었는데 그러한 향들이 19세기 

근대 시민사회 및 근대국민국가 확립과정에 어떻게 

작용하 는가를 살펴본다. 

HIS 251 한국중세사  

Medieval of Korea

통일신라 말기의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계

기되는 고려사회의 성립과정을 살핀다. 이러한 발

전과정을 신분 및 토지제도 그리고 권력구조의 상

호관계를 분석하여 고려시대사의 특성을 이해하도

록 한다. 

HIS 252 한국문화사  

History of Korean Culture

한국문화에 관한 여러 이론과 삼국 이래의 종교 및 

사상, 문화유산 등을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

고 인접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HIS 253 동양중세사  

Medieval of Asia

위진남북조 시대로부터 송대 이전까지 중국사에 외

래적 요소가 혼입되는 시기를 연구한다. 특히 이민

족의 한화와 불교문화의 중국화 과정에 중점을 두

어 중국 중세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

HIS 255 서양사강독  

Readings of European History

서양의 사서를 선정하여 Reading Seminar 방식으로 

진행하여 원서 해독능력과 사료 취급 방법을 터득

하게 한다.

HIS 301 한국근현대사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조선시대 및 개항 후 식민지시대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관계의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중

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가 성립되는 동시대 역

사의 본질을 이해토록 한다.

HIS 302 한국사강독  

Readings of Korean History

한국사상의 주요 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고

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주요 테마별로 선정, 발

췌하여 읽어감으로써 사료취급의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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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303 동양근세사  

Modern History of Asia

송대에서 청 중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를 

개관하고 동양사에서의 근세라는 특징을 이해하도

록 한다. 

HIS 304 동양사특강  

Topics on Asian History

동양사상의 새로운 연구주제 및 몇 가지 주요 테마

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접근방법, 분석방법 등을 

논의하고 그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

여 본다. 

HIS 305 서양최근세사 

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산업혁명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를 대

상으로 한다. 민족주의 및 자본주의 발전에 수반하

여 제국주의가 팽창하고 이에 따른 구미 열강의 대

립으로 야기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다.

HIS 351 한국사상사  

History of Korean Thoughts

삼국 이래의 주요 사상의 흐름을 한국사의 전체적

인 흐름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불

교사상의 전개 및 유교사상의 전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HIS 352 동양최근세사  

Contemporary History of Asia

아편전쟁 이후의 ‘서구세력의 동진’을 주로 다룬다. 

이민족이었던 청조의 내부구조와 그 모순점의 규명 

및 서구와 접촉하면서 내적 모순의 폭발과 근대화

의 시련과정을 살핀다. 

HIS 353 동양지역사  

National History of Asia

중국을 제외한 동양 각 지역의 역사를 개관하여 동

양역사에 있어서 주변지역 국가들의 중요성을 살펴

본다. 

HIS 354 서양각국사  

National History of Europe

유럽의 제국가들 중 특히 국, 프랑스, 독일을 중

심으로 각국의 내적 역사발전 과정을 살핀다. 시대

사에서 언급하지 못한 주요 사건의 진행과 각국의 

사정을 이해함으로써 유럽사의 전체적 조망이 가능

하게 한다.

HIS 401 한국사학사  

History of Korean Historiography

한국 역대의 주요 사서를 대상으로 각각의 편찬목

적과 편찬 경위, 사서의 특징과 그 사학사적 의의

를 검토한다. 

HIS 402 동양사강독  

Reading of Asian History

중국사의 기본 사료와 중국의 사료 중에서 한․일 

등의 주변국가에도 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선정하

여 읽어감으로써 원사료에 접근하여 그 취급방법 

및 분석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HIS 403 서양사학사  

History of Western Historiography

서양에 있어서 사학의 발전을 고전시대에서 현대까

지 개관한다. 특히 랑케(Ranke) 이후의 근대 역사학

의 성립과 그 전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역사관

이라 서술방법의 변천에 따른 문화적 배경의 소개

도 병행한다.

HIS 451 한국사연습  

Seminar on Korean History

한국사상의 중요한 문제점을 선정하여 학생 스스로 

연구 발표케 하여 이에 대한 공동토론을 유도한다. 

HIS 452 동양사연습  

Seminar on Asian History

동양사상의 주요 문제를 선정하여 학생 스스로 연구 

발표하여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접근과 그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HIS 453 서양사연습  

Seminar on European History

서양문명의 여러 문제를 주제별로 분석 검토한다. 

학생들의 주제발표를 유도함으로써 시대사 강의와 

다른 Seminar방식을 쓴다. 이는 이때까지 배운 지

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테마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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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정보의 지배 아래 놓

여 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슬

기로운 삶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

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올 것이다. 철학과의 

교육목표는 현실에 대한 치 하고 날카로운 비

판과 분석력을 기반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학문적 이해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훌륭한 삶을 이끌어갈 강인한 생활력을 배양하

는 것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우리 과는 창설 이래로 여러 분과 및 지역 

철학들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전공의 세분화가 대세

던 20세기 후반 학계 내에서 예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기도 하 으나, 

현재 21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러한 경향은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난해한 고전 텍스트 분석 및 발표와 토론을 

강조하는 교과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철학과 

졸업생들은 텍스트 분석 및 기획, 프레젠테이

션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

해 진출하는 분야도 다양하다. 대학원 진학을 

비롯하여 기자,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 서평

가, 화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문들이 

활동 중이다.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6학점

철학
Philosophy



철학

117

■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PHI 101

PHI 102

철학의 근본문제

기초논리학
3 3

2
PHI 151

PHI 152

논리와 사고

동양철학의 근본문제
3 3

2

1

PHI 201

PHI 202

PHI 203

PHI 204

PHI 205

서양고중세 철학사

인식론

중국철학사

동양원전강독

문화정보경 개론

3 3

어강의

2

PHI 251

PHI 252

PHI 253

PHI 254

PHI 255

PHI 256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서양근세철학사

언어와 분석철학

한국철학사

공맹철학

제자백가와『주역』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PHI 301

PHI 302

PHI 303

PHI 304

PHI 305

PHI 306

PHI 307

과학철학*

사회철학

칸트와 독일관념론

예술철학**

성리학과 양명학

노장철학

한국의 유불사상*

3 3

어강의

2

PHI 351

PHI 352

PHI 353

PHI 354

PHI 355

PHI 356

PHI 357

PHI 358

고급논리학**

문화와 역사의 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서양현대철학사*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 율곡의 철학**

3 3

    *는 홀수년, **는 짝수년에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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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양 문 흠
희랍, 프랑스, 수리 형이상학, 서양 고․중세 철학사

서강대 철학 / 서울대 철학 / 서울대 철학박사

정 성 호
분석, 심리, 인식론 인식론, 언어와 분석철학

연세대 철학 / 연세대 철학 / Brown대 철학박사

최 인 숙
독일관념론, 서양 근세, 현대 동서 비교 칸트와 독일 관념론, 서양 근세 철학사

동국대 철학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 / Mainz대 철학박사

유 흔 우
중국 근․현대 철학, 역학 동양철학의 근본문제, 동양 근․현대 철학

동국대 철학  / 동국대 철학 / 동국대 철학박사

홍 윤 기
사회, 역사, 문화, 철학 방법론 사회철학, 문화와 역사의 철학

서울대 철학 / 서울대 철학 / 베를린자유대 사회철학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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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대학원진학

철학/동양철학의 근본문제

기초논리학

서양고중세/근세 철학사

중국/한국 철학사

인식론

동양원전강독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맹철학

칸트와 독일관념론

성리학과 양명학

노장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서양현대철학사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 율곡의 철학

서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동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한국고대/중세/근현대사(사학)

한국의 전통윤리문화(윤리학)

현대사회윤리(윤리학)

유.불.도윤리 비교연구(윤리학)

철학교사

철학의 근본문제

기초논리학

인식론

서양 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철학사

한국철학사

형이상학

윤리학

사회철학

칸트와 독일관념론

노장철학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 율곡의철학

서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동양고대/중세/근세사(사학)

한국고대/중세/근현대사(사학)

한국의 전통윤리문화(윤리학)

현대사회윤리(윤리학)

유.불.도윤리 비교연구(윤리학)

대학

연구소 

연구원

국가 및 

공공단체

사회단체

철학의 근본문제

기초 논리학

인식론

서양 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철학사

한국철학사

형이상학

윤리학

사회철학

칸트와 독일관념론

노장철학

동양근현대철학

퇴계와율곡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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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및 

방송국기자

PD

철학의 근본문제

기초 논리학

논리와 사고

서양고 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철학사

한국철학사

과학철학

사회철학

예술철학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문화와 역사의 철학

한국의 유불사상

퇴계와 율곡의 철학

한국근현대사(사학)

통일과민족문화(윤리학)

한국사회론(사회학)

신문보도편집론(신문방송학)

방송제작입문(신문방송학)

현대정치사상(정치외교학)

정치철학(정치외교학)

문화컨텐츠

기획 및 

경 자

전시 기획자

전통문화 

전문가

철학의 근본문제

기초 논리학

논리와 사고

서양 고중세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중국철학사

한국철학사

문화정보경 개론

사회철학

예술철학

문화와 역사의 철학

한국의 유불사상

퇴계와 율곡의철학

문화와 역사의철학

성리학과 양명학

성리학과불교철학

경 정보론(경 학과)

지식경 시스템(정보관리학)

정보조사분석(정보관리학)

미술비평론(미술학부)

광고심리학(광고학과)

홍보전략론(광고학과)

상산업론(연극 상학부)

공원휴양관리학 및 실습(산림자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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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HI101 철학의 근본 문제  

Basic Problems of Philosophy

철학 전공에 도움이 될 기초 내용들을 다루

며, 철학사의 기본 흐름, 기본적 방법론, 나아

가 형이상학 및 인식론의 기본적 문제들을 

접하게 한다.

PHI102 기초논리학  

Elementary Logic

학문이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그릇된 논변

들을 검토하면서 연역적 논변의 필요성과 그 

구조를 밝히는 데로 나아간다. (일상적인) 연

역적 논변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를 점검하면서 기호 사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기호 논리학의 의의를 알게 한다. 

PHI151 논리와 사고  

Logic and Thought

언어사용의 정확성, 형식논리의 기본법칙을 

학습함으로써 논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기초

를 쌓는다. 정의의 방식, 비형식적 오류, 논증

의 구조, 타당성의 검증 등을 실제적 예와 인

문사회학의 들을 통하여 연습함으로써 생

활과 학문적 탐구에 실제로 응용할 수 있게 

한다.

PHI152 동양철학의 근본 문제  

Basic problems of Eastern Philosophy

동양철학의 성격을 정의하고, 유교․불교․

도교 사상의 기본 개념들을 익힌다. 원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도(道)철학, 리

(理)철학, 기(氣)철학 등이 가지고 있는 현대

적 가치를 모색해 본다. 인간과 자연, 물질, 

환경(생태) 등에 대한 동양철학의 이해를 찾

아본다

PHI201 서양고중세철학사  

Ancient and Medieval Philosophy

그리스의 자연철학으로부터 중세철학까지의 

철학사를 개관하되,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

레이토스, 원자론,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

토텔레스의 사상 및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스코투스의 사상에 중점을 둔다.

PHI202 인식론  

Theory of Knowledge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인식의 가능성, 대상, 범위,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회의론, 이성론, 경험론을 포함하는 

인식론의 철학사적 개관과 더불어 지식의 본

질과 종류, 믿음과 명제, 선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의 정당화, 기초주의와 정합주의 등의 문

제를 다룬다.  

PHI203 중국철학사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중국철학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철학과 더불어 동양철학의 양대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철학을 그 

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자백가의 철학, 위

진 시기의 형이상학, 수당의 불교철학, 송원

명의 성리학과 양명학, 청대의 실학과 고증학

까지를 주요 인물과 사상, 논쟁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PHI204 동양원전강독  

Readings of Oriental Classics

동양 유․불․도 사상의 기본 텍스트를 원전

으로 강독함으로써, 동양철학의 독특한 개념

들을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PHI205 문화정보경 개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of

Cultural  Information

이 과정에서는 우선 ‘정보화 사회’라고 규정

되는 현 시대의 특징적 면모를 철학적으로 

해명한다. 그리고 고급문화 및 대중문화 전

반, 나아가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다양한 방식

으로 존재하는 ‘문화정보들’(cultural informatio

ns)을 조명하면서 그런 문화정보를 수집 분

류하는 기초적 정보처리 작업에서부터 그런 

정보들을 수요자들의 필요와 고도의 지적 욕

구에 따라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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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 경  기법’을 소개하고 훈련시킨다. 

이런 문화정보경 에는 각종 문화 관련 업종

에 대한 취업가능성도 모색한다. 문화정보 텍

스트 작성법의 이론과 실기가 반드시 포함되

며, 문화현장 답사 및 관람, 그리고 문화관련 

활동 실습이 포함된다.

PHI25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Plato and Aristotle

그리스의 사상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의 흐름

을 대변하고 있는 두 철학자의 학문적 성격

을 존재론, 인식론, 국가-윤리론 등의 측면에

서 검토하면서 두 철학자가 서양 철학사에서 

미친 향을 다룬다.  

PHI252 서양근세철학사  

History of Modern Western

Philosophy

르네상스 이후 인문정신과 자연과학적 탐구

정신을 배경으로, 인식의 근원을 이성에서 찾

고자 하는 대륙의 이성주의와 경험에서 찾고

자 하는 국의 경험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하

면서 발전하 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

니츠가 대표하는 이성주의와 로크, 버클리, 

흄이 대표하는 경험주의가 내세우는 학문적 

방법론, 인간 및 우주에 관한 이론, 사회에 

관한 이론 등을 통해 근세 철학의 특징을 검

토한다.  

PHI253 언어와 분석철학  

Language and Analytic Philosophy

현대철학의 정신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이해 없이 철학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와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철학적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

인가? “의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순신”과 

같은 고유명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칭은 

어떻게 가능한가? 논리적 원자론, 논리실증

주의, 일상 언어철학 등의 사조들을 고찰한

다.

PHI254 한국철학사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한국 신화들을 통하여 한국사상의 원류와 원

형을 찾아보고, 원효와 의상의 불교철학, 고

려시대의 한국 유학 및 선종사상, 조선시대의 

한국 성리학과 실학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항기까지의 한국철학의 흐름을 살펴

본다.

PHI255 공맹철학  

Philosophy of Confucius and Mencius

중국 사상의 주류는 유학이다. 이 유학이 선

진시기에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되었으

며,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

지를 살피고, 제자백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

만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이들의 사상이 이후의 성리학 전개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본다. 

PHI256 제자백가와『주역』  

Pre-Qin Dynasty Schools and

I-Ching』

제자백가 시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상 즉, 유가, 도가, 묵

가, 음양가, 명가, 법가, 병가, 농가 등이 공존

했던 시기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상들과 주

역이 서로 어떻게 향을 주고받았는지를 고

찰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사유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PHI301 과학철학  

Philosophy of Science

과학의 본질과 탐구방법에 대한 철학적 반성

을 한다. 과학적 탐구의 정신과 특성, 자연법

칙의 종류와 논리적 형식, 인과성의 본질, 흄

의 인과성 비판, 과학적 탐구 방법과 이론의 

특성, 관찰과 검증, 귀납논리와 귀납주의, 귀

납적 논증의 정당화, 포퍼의 오류주의, 쿤의 

패러다임, 과학적 실재론과 도구주의 등을 다

룬다. 

PHI302 사회철학  

Social Philosophy

현대 사회를 만들고 현재의 사회현상을 이해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회철학의 여러 

조류를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사회과학방법론

을 고찰한다. 자유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 

유물론, 변증법과 아울러 인간과 사회의 관계 

및 정의로운 질서의 가능성에 특히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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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다.

PHI303 칸트와 독일관념론  

Kant and German Idealism

칸트 자신이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일컬은 이

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 독일관념론

인데, 이것은 특히 피히테, 쉘링, 헤겔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된다. 칸트로부터 이들에 이르기

까지 그 이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PHI304 예술철학  

Philosophy of Art

감성에 토대를 둔 미적 체험 일반의 가능성

과 그 연구 방법을 현대적인 관점에 따라 살

펴본다. 서양고대, 중세의 미학,  칸트와 헤겔

의 고전적 미학과 더불어 예술작품을 중심으

로 예술가, 작품, 예술생활을 고찰한다. 그리

고 동양미학, 한국미학도 고찰한다. 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대두되는 상미학, 애

니메이션 감상, 나아가 대표적 비평이론을 다

룬다. 

PHI305 성리학과 양명학  

Neo-Confucianism

성리학과 양명학은 리(理)․기(氣)․마음(心)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하지만, 이 둘은 각각 

송대와 명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달리한다. 비

단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각각은 이 개념

들을 사용하고 있는 맥락 또한 매우 다르다. 

송대 리학과 심학의 대립 및 후대의 성리학

에 대한 양명학의 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

찰한다.

PHI306 노장 철학  

Philosophy of Laozi and Chuangzi

노자와 장자 철학을 ‘도덕경’과 ‘장자’의 분석

을 통하여 연구한다.

PHI307 한국의 유불사상  

Korean Confucianism and Buddhism

한국철학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종교․철학․

사상․문화의 특성, 한국철학사 연구 방법에 

관한 연구의 역사를 집약 강의한다. 

PHI351 고급논리학  

Advanced Logic

기초논리학을 바탕으로 기호논리학의 역사, 

개념, 규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논리

와 양화논리의 추론과 증명의 방법을 학습한

다. 문장과 논증의 기호화, 진리표에 의한 타

당성 검증, 추리, 대체, 양화의 규칙에 의한 

연역적 추리과정과 논증방법을 습득한다.

PHI352 문화와 역사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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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에 대해 역사적 반성을 가하고,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에 있어서 진리와 사실의 관계, 객관성 

문제, 역사에서의 설명 및 역사법칙 등을 고

찰한다.

PHI353 형이상학  

Metaphysics

이론적 분과 학문 또는 일상적 생활에서 부

딪치게 되어 있는 근본 개념 또는 문제들을 

다루며, 있음과 없음, 하나와 여럿, 시간과 공

간, 현상과 실재, 삶과 죽음, 자유의지와 결정

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PHI354 윤리학  

Ethics

고대 공동체 윤리를 간단하게 조망한 뒤 현

대 윤리학의 주제와 방법을 집중적으로 습득

한다. 윤리적 상대주의, 이기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공리주의 및 칸트 의무윤리학, 본래적 

가치, 도덕적 책임과 자유의지 등을 다룬다.

PHI355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hilosophy 

of Mind 

정신 혹은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두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고와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어떻게 가능하며, 컴

퓨터가 사고할 수 있는가? 심신이원론, 심신

동일론, 행동주의, 물리주의와 같은 형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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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와 지향성, 표상, 전산적 과정과 같은 

심리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

PHI356 서양현대철학사  

Contemporary Western Philosophy

유럽대륙 및 미 지역의 현대 철학의 여러 

사조들을 개관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이후 

독일의 실존철학, 현상학, 해석학, 비판철학과 

프랑스의 구조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 그리

고 미의 분석철학 및 과학철학 등의 자료

를 다룬다.

PHI357 동양근현대철학  

Modern and Contemporary Eastern

Philosophy

동양의 근현대와 관련하여 흔히 ‘서양의 충격

과 동양의 대응’이 논의된다. 대응논리 가운

데 한국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론, 일본은 ‘화혼양재(和

魂洋才)’론 등이 있었다. 이것들을 비교하면

서 한․중․일 전통철학의 차이를 고찰한다. 

PHI358 퇴계와 율곡의 철학  

Philosophy of Yi-hwang and Yi-yi

한국철학을 대표하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의 철학을 소개한다. 퇴계의 철학은 리(理)를 

위주로 하는 주리(主理)철학이라고 하고, 율

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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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ourse Catalog 

124  

교육목표 학문(기초)

  윤리문화학은 윤리, 사상 및 윤리문화의 기

본이론과 윤리문화적 실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

구와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윤리문화를 바람직

하게 유지·고양시키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궁

극적으로 인류의 윤리문화의 창달에 효과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윤리의 본질과 그 현대적 적용을 이론적

으로 습득하게 하고,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윤리적 삶의 모형을 탐색케 한다.

  2. 인간생활에 있어서 윤리문화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윤리문화의 전형을 모색하면서 그 고양방법을 

탐구하도록 한다.

  3. 동서고금의 윤리문화를 비교·분석함으로

써 다양한 윤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폭

을 넓힘과 아울러 세계의 윤리문화 창달에 기

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중등학교 도덕 및 윤리교육에 필요한 지

식과 교육방법을 폭넓고 심도 있게 습득하도록 

한다. 기초학문으로서의 본 전공을 이수한 졸

업생들은 재학 중 습득한 지식과 이론을 심화·

발전시키면서 그 결과를 교육시키고 사회에 적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자세

와 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윤리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규범윤리

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즉 도덕과 윤리에 대

한 본질을 찾고 원리와 관련된 이론을 연구하

는 경향이 농후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

르러 윤리학 연구의 동향은 응용윤리의 흐름으

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의 분화 정도

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새로운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게 된 탓이다. 아울러 기술이 발전할수

록 야기되는 여러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환

경·생명 문제, 기업 윤리, 온라인 환경에서 일

어나는 인권 문제와 가치관 상실의 문제 등― 

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가치

의 검증이 선

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윤

리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

라기보다는 

삶의 질적 향

상과 관련한 

실천의 문제

라는 측면이 

윤리문화학
Eth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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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해 

문화와 긴 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현

재의 윤리학 연구는 다양한 사회문화 연구와 

통섭적인 관계를 가지며, 인간의 가치 판단을 

위한 실천적 역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

다고 본다. 요약하면, 윤리(학)는 이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해되고 있고 최근의 연구 경향 

역시 그러한 쪽으로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각급 학교 윤리 교사, 연구소 

연구원, 국가 및 공공단체, 언론기관, 각종 사

회단체, 그리고 기업의 기업윤리 담당 부서와 

관련된 부문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오늘날 사

회 전반에 걸쳐 윤리문화의 바람직한 형성과 

고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윤리문화학 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사

회 진출을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게 열려 있다

고 생각된다.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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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ETH 101 윤리문화학 3 3

2 ETH 151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3 3

2

1

ETH 201

ETH 202

ETH 203

ETH 204

현대사회와 유가윤리

윤리학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불교사상의 이해

3

3

3

3

3

3

3

3

교직필수

교직필수

2

ETH 251

ETH 252

ETH 253

ETH 254

불교경전의 현대적 이해

직업윤리문화

동양의 윤리사상

문화의 이해

3

3

3

3

3

3

3

3

교직필수

전문

교육

과목

3, 4

1

ETH 301

ETH 302

ETH 303

ETH 401

ETH 402

ETH 403

ETH 404

종교윤리학

생명공학과 윤리문화

공동체론

한국불교연구

비교윤리문화론

통일과 민족문화

한국문화 콘텐츠 연구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교직필수

2

ETH 351

ETH 352

ETH 353

ETH 451

ETH 452

ETH 453

ETH 454

북한사회와 문화

현대사조와 문화

서양윤리사상사

유불도 윤리사상

현대의 한국종교문화

이론윤리와 실천윤리

윤리와 쓰기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교직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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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병 조
불교철학, 전통윤리

불교사상의이해, 불교경전의현대적이해, 종교윤리학, 

한국불교연구, 현대의 한국종교문화

동국대 인도철 / 남대 철학 / 동국대 철학박사

박 종 훈
정치철학, 윤리문화이론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공동체론, 

현대사조와 문화, 윤리와 쓰기

동국대 정치외교 / 동국대 정치 / 동국대 정치학박사

허 남 결
윤리학

윤리문화학, 윤리학, 생명공학과윤리문화, 

서양윤리사상사, 이론윤리와 실천윤리

동국대 국민윤리 / 동국대 국민윤리 / 동국대 국민윤리 문학박사

서 은 숙
한국윤리

현대사회와 유가윤리, 직업윤리문화, 동양의 윤리사상, 

한국문화콘텐츠연구, 유불도 윤리사상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 교육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대학원진학

분야별 과목

(윤리이론/한국윤리

/동양사상/윤리문화이론

/비교윤리문화)

분야별 과목

(윤리이론/한국윤리

/동양사상/윤리문화이

론/비교윤리문화)

윤리이론 : 사회학, 철학, 문화학

한국윤리 : 국문학, 철학, 종교학

동양사상 : 철학, 사학, 종교학

윤리문화이론 : 사회학, 정치학, 철학

비교윤리문화 : 사회학, 문화학, 문화인류학

윤리교사

윤리학

동양의윤리사상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서양윤리사상사

통일과 민족문화

윤리문화학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문화의이해

유불도 윤리사상

윤리와 쓰기

공동체론

한국교육사(교육학), 북한학·통일학(북한학)

동양교육의 이해(교육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철학)

서양근세철학사(철학)

동양근현대철학사, 퇴계와 율곡의 철학(철학)

한국 고·중세문화의 이해(역사교육)

대학연구소 

연구원

국가 및 

공공단체

사회단체

윤리학

윤리문화학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통일과 민족문화

생명공학과 윤리문화

동양의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사

문화의이해

이론윤리와 실천윤리

공동체론

서양철학사, 동양철학사(철학)

서양사(사학), 동양사(사학)

국제기구론(정치외교학), 문화철학(문화학)

한국문화형성론(문화인류학)

환경과 문화, 민족과 신화(문화인류학)

세계의 생태문화(문화콘텐츠학)

언론기관

기업의 윤리문화

관련분야

윤리학, 윤리문화학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문화의 이해

한국종교의 이해

직업윤리문화

동양의 윤리사상

서양의 윤리사상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통일과 민족문화

종교윤리학, 공동체론

서양사(사학), 동양사(사학)

문화콘텐츠와 직업세계(문화콘텐츠학)

과학기술과 문화(문화학)

인간과 가치, 자유와 문화(문화학)

현대정치사상(정치학), 문화사회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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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TH101 윤리문화학  

Ethical  Culture Studies

학문으로서의 윤리문화학의 의의와 범위 그

리고 그 특성과 내용 등을 개괄함으로써 윤

리문화학의 성격과 목표에 의한 기본적인 이

해에 접근하도록 한다.

ETH151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Ideology and Ethical  Culture

제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대에 등장한 이데올로기들을 

개괄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와 윤리문화

의 관계를 검토한다. 

ETH201 현대사회와 유가윤리

Modern Society and Confucian Ethics

중국, 한국 및 일본의 원시유가, 주자학, 양명

학, 실학 등의 윤리 사상을 다루고, 각각의 

윤리 사상이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 즉 정

보화 사회, 로벌 사회, 물질만능주의, 인간

성 상실, 생명 및 환경 문제, 공학과 연구 윤

리 문제, 사회 윤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는 시사점 및 현대화 방안을 연구한다.

ETH202 윤리학 

Ethics

도덕적 가치, 도덕적 판단의 기준, 인간의 행

복과 인생의 궁극적 목적, 도덕적 권리와 의

무, 가치관 등에 대한 고전적 이론과 아울러 

현대의 이론을 강의한다.

ETH203 민주주의와 서양사상

Democracy and Western Thought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복잡성과 다원성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적합한 것인가를 서양사상의 흐

름과 연관시켜 검토한다.

ETH204 불교사상의 이해

Understanding of Buddhism

동양윤리의 학심사상인 불교사상을 근본불

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나누어 해설한다.

ETH251 불교경전의 현대적 이해

Study on Buddhism Cannon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방대한 불교경전 속

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담겨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온 경전

으로서는 반야부(금강경, 유마경, 반야심경), 

천태학(법화경, 열반경), 정토교학(아미타경, 

관무량수경), 화엄교학(화엄경, 십지경), 禪書

(육조단경, 임제록, 선가귀감, 진심직설) 등이 

있다. 이들 경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을 시도

하고자 한다.

ETH252 직업윤리문화

Ethical Culture in Vocation

직업윤리의 기본 이론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현장에서 존재하는 

윤리문화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ETH253 동양의 윤리사상

Eastern Ethical  Thoughts

동양의 대표적 윤리사상으로서 인도의 경우

와 중국을 비교, 검토하며 그 현대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ETH254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Culture

문화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문화의 의미와 역할, 문화의 대립과 

공존, 그리고 문화 창달의 방법 등에 대해 살

펴본다.

ETH301 종교윤리학  

Religious Ethics

세계종교로 꼽히는 불교, 기독교, 유교, 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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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리적 상이점을 윤리학의 입장에서 서술 

정리한다. 특히, 윤리적 총체성을 강조하는 

세계종교가 갖고 있는 현대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ETH302 생명공학과 윤리문화

Biotechnology and Ethical  Culture

급속한 생명공학 산업의 발달과 이에 따른 

생명윤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강좌이다.

ETH303 공동체론  

Theories of Community

최근 이론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공동체의 유형을 탐구하도록 한다.

ETH351 북한사회와 문화

North Korea Society and Culture

북한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데올로

기적, 문화적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북한사회

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ETH352 현대사조와 문화

Contemporary Thought and Culture

현대사조에서 특히 네오마르크시즘과 구조조

의 및 포스트구조주의의 발생배경과 기본이

론 및 전개과정을 문화와 연관시켜 검토한다.

ETH353 서양윤리사상사

History of Western Ancient and

Medieval Ethics

윤리학의 발생 이후 서양에서 윤리사상이 고

대, 중세, 근세, 현대에 걸쳐 전개된 발자취를 

추적하고, 특히 현대의 실존주의, 사회주의, 

메타윤리,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다.

ETH401 한국불교연구

Studies on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는 시대별로 뚜렷한 사상적 변모를 

보여 왔다. 신라의 경우에는 護法的 경향, 고

려의 儀式的 경향, 조선의 呪術性 등을 세분

하고, 미래지향적 가치기준을 정리하고자 한

다.

ETH402 비교윤리문화론

Theories of Comparative Ethical

Culture

세계의 각 지역 내지 민족들의 윤리문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 윤리문화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면서 바람직한 윤리문화의 모형

을 탐색한다.

ETH403 통일과 민족문화

Unification and National Culture

민족적 과제인 통일 문제를 윤리문화론의 차

원에서 연구한다. 외적, 정치적 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의 윤리적, 

문화적 종질성 융합의 차원에서 탐구한다.

ETH404 한국문화 콘텐츠 연구

A Study of Korean Culture Contents

문화콘텐츠는 장르별, 매체별로 다양한 형식

과 내용을 포괄하는 학문이며, 그 가운데 한

국 문화에 중점을 두어, 콘텐츠 원천 재료

(Source)의 확보에 필요한 한국의 원시사상,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시대의 윤리 사상 

및 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기획 및 시나리오 생산에 기초가 

되는 지식 및 소양을 기르며, 한국 사상의 현

대화에 기여한다. 

ETH451 유불도 윤리사상

Confucian-Buddhist-Taoistic Ethics

중국, 한국, 일본의 유가, 불교, 도가의 핵심 

윤리를 연구하여,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만물일체, 인간

과 자연에 대한 배려 등의 공통 윤리를 탐색

한다. 여기서는 각 윤리의 원전 자료 탐구도 

포함되며,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도 모색한다.

ETH452 현대의 한국종교문화

Study on Contemporary Religious

Culture in Modern Korea

현대 한국은 종교전시장이라는 느낌이 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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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다양한 종교전통이 존재하고 있다. 동시

에 종말신앙 등 사회적 반작용의 경향도 노

출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

적인 이해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TH453  이론윤리와 실천윤리

Theoretical  Ethics and Practical

Ethics

규범윤리학의 여러 윤리이론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 각 분야의 실천적 윤

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TH454 윤리와 쓰기

Ethical Problems and Writings

자신과 주변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논리적으

로 표현하는 쓰기 훈련을 지도하는 학과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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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유구한 동양학 전통과 실용 학문의 조화를 지

향하는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학 

및 중국문학 그리고 중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향상하고, 

인문학적 감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21세기 국

가와 민족 그리고 전체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문 분야의 수준 높은 교양인과 고급 전

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소정

의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문 

분야별 교육 목표를 가진다.

  1. 창의적 소양을 갖춘 인문교양인 양성 : 중

국 고대문학․현대문학․언어학․문화 연구의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편성된 교

과과정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국제화 시대

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해

당 분야 연구자 및 중국학 관련 인문학 전공자

로서의 학문적 지식과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2. 고급 언어능력을 갖춘 한중교류전문가 육

성 : 어학 관련 최신 교육과정 및 어학 능력 강

화 프로그램을 운 하여, 한중 무역통상․문화

교류 실무 등 국제 교류에 있어서 유용한 고급 

수준의 실용 중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한다. 

  3. 우수 후진 양성을 위한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 중국어 능력과 전공 전문 지식을 효과적

으로 전수하기 위한 중국어 교육 관련 교과과정

을 운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 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 있는 중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

문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중국은 5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

진 인접국으로, 현재 우리사회의 각 방면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국어문학과 관련한 고급 소양을 함양하여야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인문학적 콘텐츠의 현

대적 활용을 통해 현대중국의 어제와 오늘을 함

께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나날이 

확대 발전되어가는 국제무대에서의 한중관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고급 중국어 구사능력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어중문학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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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본과의 교과과정 중 인문학적 소양을 다진 후

에는 국내 또는 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대학

교수 및 학자, 연구기관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문학 및 문화 소양에 바탕을 두어 중

국문학, 문화, 예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 교

과과정에서 습득한 중국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한중 무역통상 전문가·문화교류 전문 실무

자, 외교 및 중국정책 전문가, 중국 지역 전문가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해 

중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사, 중국어교육 종사자, 

중국어IT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혹은 

HSK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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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CHI 101 한문입문 3 3

2 CHI 151 중국어입문 3 3

2

1

CHI 201

CHI 202

CHI 203

CHI 204

CHI 205

중국고전문학사

중국산문의 이해

중국어어휘연습

집중중국어

중국현대문학사

3 3 중국어강의

2

CHI 251

CHI 252

CHI 253

CHI 254

CHI 255

중국근세문학사

중국고전감상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회화

중국현대문학강독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CHI 301

CHI 302

CHI 303

CHI 304

CHI 305

CHI 401

CHI 402

중국사회와 문화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중국어문법 

시청각 중국어

중국의 풍속과 우언고사

중국 화

중국어 작문 연습

3 3

중국어강의

2

CHI 351

CHI 353

CHI 354

CHI 355

CHI 451

CHI 452

CHI 454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중국소설

시사중국어

중국어구문론

HSK연습

중국신시기문학론

무역중국어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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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오 태 석
중국문학(중국시가비평) 한문입문,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중국소설

서울대 중문 / 서울대 중문 / 서울대 중문 문학박사

한 용 수
현대중국어어법 중국어어휘연습, 중국어문법, 중국어학개론

동국대 중문 / 연변대 한어 / 상해사범대 중문 문학박사

박  환
중국고전문학이론 중국산문의 이해, 중국사회와 문화,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동국대 중문 / 대만국립성공대 중문 / 북경대 중문 문학박사

김 양 수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사, 중국현대문학강독, 중국신시기문학론

중국 화

성균관대 중문 / 성균관대 중문 / 성균관대 중문 문학박사

박 석 홍
중국언어학 한문입문, 중국어입문, 중국어 구문론, 시청각 중국어

성균관대 중문 / 산동대 중문 / 성균관대 중문 문학박사

이 명 정
중어중문학 중국어작문연습

북경언어대 중국언어문학 / 북경언어대 중국언어문학 / 

하 검 평
한위육조문학 집중중국어

신강사범대 문 / 서북사범대 중국문학 / 양주대 중국고대문학박사

손 민 강 중국문학 중국의 풍속과 우언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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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인문교양인

한문입문

중고전문학사

중국근세문학사

중국산문의이해

중국고전감상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어학개론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중국소설

중국현대문학강독

중국신시기문학론

중국어문법

중국사회와 문화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중국의 풍속과 우언고사

〔국문〕문학연구방법

〔국문〕동아시아문학론

〔사학〕동양중세사

〔사학〕동양근세사

〔사학〕중국사상사

〔국문〕현대희곡론

〔국문〕문학연구방법

〔국문〕동아시아문학론

〔사학〕동양최근세사

〔사학〕중국사상사

〔철학〕동양철학의근본문제

한중교류전문가

중국어어휘연습

집중중국어

중국어회화

중국 화

시청각중국어

시사중국어

무역중국어

HSK연습

〔국제통상학〕국제무역실무

〔국제통상학〕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통상학〕국제협상과 실제

〔국제통상학〕해외지역연구

〔국제통상학〕비교문화경

한중교류전문가

중국어어휘연습

집중중국어

중국어회화

중국 화

시청각중국어

시사중국어

무역중국어

HSK연습

〔국제통상학〕국제무역실무

〔국제통상학〕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통상학〕국제협상과 실제

〔국제통상학〕해외지역연구

〔국제통상학〕비교문화경

중국어교육전문가

중국어입문

중국어학개론

중국어구문론

중국사회와 문화

중국어문법

중국어작문연습

중국어교육론

〔교육학〕개별교직과목

〔교육학〕동양교육의 이해

〔교육학〕교육학입문

〔교육학〕교육과정이론

〔교육학〕교육측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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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HI101 한문입문  

Classical  Chinese Prose

한문의 기초적인 문장을 학습함으로써 중국 문자의 

간단한 형식, 어법등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추

구한다.

CHI151 중국어입문  

Chinese Introduction

중국어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발음․표기법을 숙

지하도록 하며, 기본적인 중국어 문법을 익히

도록 하여 기초적인 회화와 간단한 문장을 독

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HI201 중국고전문학사  

History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중국 상고시대부터 당대까지의 중국문학사조

의 흐름, 작가 및 작품을 고찰하여 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적인 배경

도 이해하도록 한다.

CHI202 중국산문의 이해  

Understanding Chinese Prose

중국 역대의 대표적 산문작가와 작품을 선정, 

강독을 통해 독해력을 배양하고, 중요 어휘를 

학습하며, 또한 각 시대의 문체적 특징을 분

석하고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CHI203 중국어어휘연습  

Practice in Chinese Vocabulary

고차원적인 독해력과 청취력 및 회화 능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중국어 어휘를 중심으로 중요구문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

CHI204 집중중국어  

Intensive Chinese

초급과정보다 높은 독해력과 청취력 및 작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구문을 집중적

으로 학습한다. 

CHI205 중국현대문학사  

History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중국 현대문학의 조류와 특색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  

CHI251 중국근세문학사  

History of Medieval Chinese

Literature

송대에서 명․청대에 이르는 각 문학 장르의 

특색과 발전과정을 파악, 통시적 고찰을 통하

여 중국 근세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

에 당시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

CHI252 중국고전감상 

Selected Readings of Classical Literature

중국문화의 정수인 고전을 중심으로 강독하

여 독해력을 배양하고 작품분석, 감상 등을 

통해 중국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CHI253 중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 언어의 특징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그 

중에 어음, 문법, 수사, 문자분야에서 그 특징

들을 파악하여 현대 중국어를 이해한다.

CHI254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기본적인 일상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발음

교정과 듣기능력을 실제적으로 훈련한다. 

CHI255 중국현대문학강독  

Readings of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문학 작품을 선독하여 

중국현대작품에 대한 이해와 백화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한다.  

CHI301 중국사회와 문화

Chinese Culture and Society

중국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경제에 대한 심

도있는 고찰을 통하여 최근 중국의 사회 경향

과 문화를 이해한다.  

CHI302 중국시의 서정과 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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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ricism of Chinese Poetry

중국시가의 발생에서 명․청대에 이르는 시가

의 특색과 발전과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 시

대별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중국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서정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갖도록 한다.

CHI303 중국어문법  

Chinese Grammar

다양한 중국어 문법 중 중요한 문법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중국어의 독해와 회화 및 

작문능력을 제고시킨다.

CHI304 시청각중국어  

Audio-visual Chinese

중국어학습 비디오 및 위성 TV의 충분한 활동

을 통하여 중국의 각종 뉴스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소식을 듣고 학습함으로써 중국어 

고급회화를 학습하는 동시에 현대중국 사회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CHI305 중국의 풍속과 우언고사  

Chinese Customs and Moral  Tales

중국의 우언고사를 학습하여, 한자 및 성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늘리는 한편, 고대 중국

의 역사와 중국인의 생활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CHI351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Chinese Thought and Wisdom

공자, 노자, 장자, 순자 등을 중심으로 춘추전

국시대 제자백가들의 문장에 대한 학습을 바

탕으로 중국의 사상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

는 동시에 후대에 대한 향을 분석하여 중

국문학과 문화 및 중국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CHI353 중국소설  

Chinese Novel

중국고전소설의 발달과정을 파악하는 동시

에, 선진시대의 신화, 우언, 전설에서부터 

명․청대 소설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작

품을 강독하고 아울러 작가의 문학관과, 문학

적 가치 및 소설 작품을 통한 당시 사회면모

를 이해하도록 한다.

CHI354 시사중국어  

Modern Chinese on Current Affairs

중국신문, 잡지에 대한 강독을 통하여 시사문

의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 중국 사회의 변화에 관하

여 중국어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HI355 중국어구문론  

Studies Chinese Syntax 

중국어 문법과정에서 품사를 이해하여 중국

어 구문의 기본 개념 확립 및 분석을 위한 

과정으로 句式 을 부문별로 종합, 정리한다.

CHI401 중국 화 

Chinese Films

중국대륙과 타이완, 홍콩 등 중국어권 화의 

역사와 고전적 명작, 그리고 최근의 동향 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CHI402  중국어작문연습 

Practice Chinese Composition

기본적인 중작문 연습을 토대로 하여, 생활 실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문 실력을 

향상한다. 

CHI451 HSK연습  

Exercise of HSK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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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의 수준을 제고시킨다.

CHI452 중국신시기문학론

Chinese Literature of the New Period

개혁․개방 이후 최근 중국 문단의 새로운  경

향과 구체적 작가, 작품을 이해하도록 한다. 

      

CHI454 무역중국어 

Business Chinese

무역실무와 관련있는 용어 및 각각의 구체적 

상황을 익히도록 하며, 졸업 후 실제 상황에 적

용하도록 한다.    



2007 Course Catalog 

138  

교육목표 학문(기초)

  어 문학전공에서는 어학과 문학 

전반에 걸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어 문

학에 관한 이론서 및 문학작품을 정독함으

로써 어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문과학 분야의 인재를 기

르는데 있다. 이러한 언어 및 문학을 통한 

어문화권의 이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

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과거의 어 문학은 전통적으로 인정된 

미문학 정전을 읽고 감상하는 데 그쳤으

나,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문학작

품을 선택하여 감상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정해진 문학정전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비정전의 대중적인 문학작품의 가치를 

인정한다. 텍스트의 의미를 확대하여 문학에

는 화와 대중문화도 포함시킨다. 다양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오늘날의 어 문학은 

보다 다양한 텍스트 읽기를 시도하고, 또한 

실용적인 어 구사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어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어강의 수업

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 문학은 과

거와 달리 단순히 주요 문학작품만을 읽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진 미 어문

학과 미 언어문화를 연구하여, 오늘날 언

어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어 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특정한 지

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새로운 문

화를 생산하고 기획하는 자유 활동가, 그리

고 일반 사무 관련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전문직

   전문가다운 어작문과 독해능력을 필요

로 하며, 어 문학, 국문학, 철학, 사회학, 

화학, 여성학 등의 기초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어 문학자 및 전문 인

문학 학자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국내․외의 

해당 대학원에 진학한다.

  - 어 문학자 및 전문 인문학 학자

  - 초등 및 중․고등학교 어전담 교사 

어 문학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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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단체 등의 문화 및 이벤트 사업 

    기획 전문가

  - 화 기획 및 멀티미디어 번역 전문가 

  - 문화(시민, 환경, 여성문제)운동 전문가

  - 문학/문화비평가 및 문학/문화 이론가

● 자유 활동가

  필수적으로 쓰기를 통한 자기표현능력

을 필요로 하며 연관학문으로 국문학 및 역

사학의 기초지식을 필요로 하고 철학과 문

학에 대한 다량의 독서를 요한다.

  - 시인, 소설가, 번역문학가, 

    동시통역활동가

● 일반 사무 관련직

  어회화와 작문을 필요로 하며 경 학,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국제관계와 지역학

의 기초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

학에 대한 세 한 훈련을 요한다.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무 관련직

  - UN 및 산하 국제기관의 사무 관련 

    전문직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 (전문 30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 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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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동일유사교과목

기초

교육

과목

1

1 ENG 101 문학사 3 3 선택필수

2 ENG 151 어학입문 3 3 선택필수

2

1

ENG 201

ENG 202

ENG 203

ENG 204

ENG 205

어회화실습 I

국소설

어권문학

실용 문법

전산 어학개론

3

3

3

3

3

3

3

3

3

3

3 원어민강의, 선택필수

**English Conversation I

어강의

어강의, 사이버강의

어강의

2

ENG 251

ENG 252

ENG 253

ENG 254

ENG 255

어회화실습 II

실용 작문

미문학과 공연예술

담화 문법

미국학입문

3

3

3

3

3

3

3

3

3

3

3 원어민강의, 선택필수

English Conversation II

선택필수

전문

교육

과목

3, 4

1

ENG 301

ENG 302

ENG 303

ENG 304

ENG 305

ENG 401

ENG 402

ENG 403

ENG 404

현대 미시

셰익스피어

어음성학

Junior Seminar

Mentor Program

현대미국소설

텍스트와 비평

18세기이전 시

어의미론

3

3

3

1

1

3

3

3

3

3

3

3

1

1

3

3

3

3

어강의

어강의

2

ENG 351

ENG 352

ENG 353

ENG 354

ENG 355

ENG 451

ENG 452

ENG 453

미국문학과 쓰기연습

어문장구조론

낭만주의 시

연극을 통한 어연습

컴퓨터응용 어교육

미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문학

페미니즘과 문학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선택필수는 3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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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한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이화여대 문 / La Verne대 문 문학석사

조 의 연
의미, 화용론 어의미론

동국대 문 / Indiana대 언어 / Illinois(Urbana)대 언어 언어학박사

김  민
현대 미시 현대 미시

한국외대 어 / 한국외대 어 / Missouri(Columbia)대 문 문학박사

황 훈 성
현대드라마 연극을 통한 어연습

서울대 문 / 서울대 문 / California(Davis)대 문 문학박사

박 명 관
형태론 어문장구조론

동국대 문 / Connecticut대 문 / Connecticut대 언어 언어학박사

박 윤 희
중세 문학 18세기이전 시

동국대 문 / South Dakota주립 문 / North Texas대 문 문학박사

장 시 기
비평 텍스트와 비평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문학박사

김 애 주
미국소설 현대미국소설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문학박사

노 헌 균
미국소설 어권문학

고려대 문 / 고려대 문 / New York(Buffalo)주립대 문 문학박사

김 성 중
낭만주의 시 낭만주의 시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Nebraska대 문 문학박사

홍 승 현
국소설 국소설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Nebraska대 문 문학박사

윤 현 숙
어교육 실용 문법, 어교육론

한국외대 어 / Ohio State University 어교육(TESOL) / Ohio State University

김 순 
통번역학 어통번역

동국대 문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 / 동국대

쉐 리 던
언어학 어회화

La Salle 문학 / Temple 언어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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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어교사

실용 문법

실용 작문

국소설

문학사

어음성학

어문장구조론

컴퓨터응용 어교육

연극을 통한 어연습

텍스트와 비평

셰익스피어

현대 미시

페미니즘과 문학

교육학입문(교육)

교육과정이론(교육)

교육측정 및 평가(교육)

인간발달과 학습(교육)

어관련

통역

해외사업

분야

어회화실습 I,II

어권문학

실용 문법

실용 작문

어문장구조론

텍스트와 비평

어음성학

미문화연구

전자상거래입문(국제통상)

인터넷 무역(국제통상)

국제무역실무(국제통상)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국제통상)

무역 어(국제통상)

국제무역과 마케팅(국제통상)

언론기자,

문예작가, 

공연예술가,

문화운동

전문가

어권문학

미문학과 공연예술

담화 문법

현대 미시

셰익스피어

미국문학과 쓰기 연습

낭만주의 시

18세기 이전 시

미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페미니즘과 문학

현대시이론 및 강독(문예창작)

현대소설이론 및 강독(문예창작)

현대희곡이론 및 강독(문예창작)

세계문학특강(문예창작)

서양연극사1(연극)

상산업론( 화 상)

세계 화사( 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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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NG101 문학사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Anglo Saxon기의 서사시 Beowolf에서 출발, 

중세기의 Romance, Elizabeth조의 르네상스, 

Shakespeare를 비롯한 극문학 및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문학사적 개관을 다룸으로써 

문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다.

ENG151 어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어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 

문장의 구조적, 의미적, 기능적 특성을 명시

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여 언어의 본질을 이

해한다. 또한 기초 문법을 학습하면서 문

법이 어 읽기 및 쓰기에 활용토록 연습한

다. 

ENG201 어회화실습 I 

         English Conversation I

Native Speaker를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

회화에 익숙해지고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간

결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익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를 닦고 

외국인과 보다 활발한 접촉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ENG202 국소설  

         English Novels

국소설의 배경을 고찰하고, 현대 국소설

가인 Lawrence, Joyce, Conrad, Woolf, K. 

Mansfield, Forster 등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현대 소설의 성격을 규명하여 소설에 대한 

비평적인 해석 능력을 기른다.

ENG203 어권문학

         Literature in English-Speaking Nations

Australia, Canada, South Africa, Jamaica 등 

연방국가는 물론 India를 포함한 어권 사

용국가의 작품을 다룬다. 소설, 시, 드라마를 

포함한 어문학을 다루는데 주로 탈 식민지

적 시각에서 조명한다.

ENG204 실용 문법

         Practical English Grammar

이 강좌는 문법의 기초를 튼튼히 익히는 

한편, 새로운 문법이론에 입각하여 문법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 

내용은 규범 문법의 재조명을 통한 문법

의 학습을 충실히 하고, 강의 규범 문법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ENG205 전산 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English 

         Linguistics 

자연언어처리, 기계번역, 컴퓨터 응용 어교

육(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및 

정보검색 등 전산언어학 제 분야들을 개괄적

으로 소개한다.

ENG251 어회화실습II 

         English Conversation II

어느 정도 습득한 어회화를 그 목적과 소

용에 따라 다소 level-up하고, 내용을 다양성 

있게 하여 일상회화 뿐만 아니라 간단한 회

의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 

나가며 아울러 전공분야나 특수 분야에도 관

심을 두어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회화능력을 

가진다.

ENG252 실용 작문

         Practical English Composition

먼저 어작문의 기초능력을 재확인한 다음, 

고급 수준의 쓰기를 익히도록 함과 동시에 

읽기도 연습하게 하여 학습자가 균형이 있는 

언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어작문을 통하여 명석한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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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253 미문학과 공연예술

         English Literature and Drama

문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오늘의 세계는 창

조적 상상력과, 풍부한 미적 감각, 인간의 모

습과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요청하고 있

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자질들의 

계발을 목표로, 미문학에서  중요한 향력

을 가지는 위대한 극들을 중심으로,  멀티미

디어 자료를 통한  생생한 접근을 통해, 모든 

예술 장르 중 가장 인생 그 자체를 닮았다고 

평가되는 연극예술을 감상한다.

ENG254 담화 문법

         English Discourse Grammar

전통 문법은 문장에 초점을 두면서 문장의 

구성요소에 대한 문법적 특성을 기술하 다. 

담화 문법은 문장보다 더 큰 단위로서의 

문장들의 결합단위인 담화(discourse)성분의 

특성이 고려될 때 문장 내에서의 문장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재배열되는가를 기술한다. 특

히, 어순(word order)의 재배열과 문장과 문장

을 결합할 때 사용되는 담화표시요소

(discourse marker)의 담화적 효과를 학습한

다.

ENG255 미국학입문 

         Introduction to American Studies

미국문학 혹은 미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를 위해서는 미국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선행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강좌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고 포괄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ENG301 현대 미시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19세기 미국시를 형성한 Poe, Whitman, 

Dickenson과 같은 시인들과 20세기 미모더

니즘 시인들인 W. B. Yeats, T. S. Eliot 그리

고 30년대의 Auden 그룹과 40년대의 Dylan 

Thomas 시와 시인들의 유사성과 개별성을 

공유한다.

ENG302 세익스피어  

         Shakespeare

Shakespeare는 국의 르네상스기가 낳은  

서양문학의 절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400

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문학, 예술, 철학, 신

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심원하고도 살아 있

는 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

하여, “한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의 작가로

서” 국제적인 문화의 코드로서 자리 잡고 있

는 그의 천재적인 언어의 예술을 체험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에 접근하기위해,  

대표적인 4대비극중 적어도 한 편을 골라  

원전의 공연녹음의 청취, video혹은 film감상

들을 곁들여 감상한다. Shakespeare의  작품

세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의 세계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다.

ENG303 어음성학  

         English Phonetics

어 말소리의 조음적, 음향적 특성 및 표기

법을 배우고, 실제발화 속에서의 개별적 어 

소리들의 음운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 말소리 및 어조를 익히

도록 연습하고 발음교정 측면에서 개별적 진

단과 교정을 실시한다. 

ENG351 미국문학과 쓰기 연습  

        American Literature and Critical

        Writings

이 강좌의 목적은 1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문학 중에서 학생들의 비평적 안목과 논

리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 장편

소설, 각종 문헌, 화 등을 읽고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로 표현하

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ENG352 어문장구조론  

         English Syntax

현대 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술을 목

적으로 다양한 어 구문의 구조적, 통사적 

특성을 현대문법이론에 따라 생성적 관점에

서 심층구조 생성 및 표층구조로의 도출과정

을 관찰하여 알아본다. 또한 어문법 지식이 

독해 및 발음법에 활용토록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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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353 낭만주의 시  

         English Romantic Poetry

         시를 문학의 꽃이라 한다면 19세기 낭

만주의 시는 시의 꽃이다. 특히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자연과 사랑, 삶과 죽음의 노래는 

인생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 줄 것이

다.

ENG354 연극을 통한 어연습

        English Exercise through Drama

기존의 독해능력과 문학성 배양에 중점을 둔 

희곡수업에서 벗어나 연극공연을 녹화한 

video-text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이 눈과 귀를 

동시에 활용하여 텍스트적 의미와 연극적 의

미를 동시에 파악하도록 한다. 수업 중 소통 

언어는 주로 어로 하며 멀티미디어 교육환

경효과를 배가시킨다.

ENG355 컴퓨터응용 어교육

        Computer-Assisted English Education

어습득이론, 어교육 및 평가, 컴퓨터 응

용 어교육의 강좌개발 방법 등 최근의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방법론을 이해하고 어교육에 응용한다.

ENG401 현대미국소설

        Modern American Novels

미국소설의 독해를 통하여 미국어와 미국문

학 아울러 미국사회의 이해를 도모한다. 미국

문학을 문학 및 유럽문학과 비교함으로서 

세계문학에서의 미국문학의 위치를 가늠해 

본다.

ENG402 텍스트와 비평  

         Texts and Criticism

문학비평용어에서 작품(Work)이 텍스트로 이

동하는 문학 이론적 흐름을 살펴보고, 실제 

문학텍스트들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읽혀질 수 있는가를 이론의 강독과 번

역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자 한다.

ENG403 18세기이전 시          

         Pre-18th Century Poetry

본 강좌에서는 시와 인생에 대한 미학적 접

근을 중요시한다. 특히 시문학이 수용하는 시

적 소재 중에서 자연, 사랑, 죽음의 문제는 

그 중심축이다. 소넷(sonnet)문학이나 형이상

학파 시들(metaphysical poetry)이 엮어내는 

사랑의 담론과 함께 Thomas Gray의 비가

(Elegy)는 삶의 의미를 음미케 할 것이다.

ENG404 어의미론  

         English Semantics

이 과정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등 전통적인 

의미 관계를 다루고 인지 의미론의 관점에서 

어 의미 현상 가운데 은유와 의미 확장을 

주로 다룬다. 또한 은유 현상을 통하여 은유

와 관계된 어의 용법을 다룬다.

ENG451 미문화 연구  

        British and American Cultural  Studies

미문학 연구에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내지는 문화학(Culturology)이 등장하게 된 역

사적 배경과 그 위치를 살펴보고, 전통적인 

문학과 여타 문화매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

양한 문화 이론들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조

명한다.

ENG452 포스트모더니즘문학  

        Postmodern Literature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동시

대의 미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텍스트들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따른 여타의 미문

학 텍스트들을 개괄한다.

ENG453 페미니즘과 문학  

        Feminism and English Literature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의 국사회 전반에 드

러나 있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당시

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파악하는 동시에 문

학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반여성주의 전통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19, 20C의 페미니즘 

문학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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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어통․번역전공에서는 1.2학년 과정은 

어회화, 작문, 어실습 등의 과목과 실

용 어 능력을 숙달시키는데 치중하고, 어

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3.4학년 과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무 어

(통역, 번역, 순차통역, 시사 등)를 본격적으

로 습득하고 체험하는 교과목을 공부한다. 

그리고 정규 교과 과정 외에도 Sound 

Library의 운 , 다양한 과외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의 연계 등 어를 접할 수 있는 다

양한 길을 연다. 따라서 통번역학과의 전공 

학문의 특성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

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지향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외국어 문학과의 학문 교수 경향은 

보다 실용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옮겨가

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가장 부응하는 학문

이  통번역학이다. 특히 어 통번역학은 종

래의 순수 문학 어학 연구 교수 활동을 극

복하고 대학생들을 보다 실천적인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망한 학문이다. 전국에서 가

장 선도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통번역학을 

독립 학과로 창설한 우리 대학에서는 따라

서 이러한 선구적인 위치에 대한 책임과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번역의 기본적인 훈

련 프로그램을 부단히 수정, 기획할 것이다. 

특히 문화 옮김에 대한 훈련, 책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에 대

한 접근 시도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통번

역학 교수의 최근 학문 추세에 부응할 것이

다.

졸업 후 진로

  통번역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다양한 통

번역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교직을 이수하고 교사로서 

근무하든지, 출판사의 번역 기획, 번역 사업

에 종사하며, 국제 무역 분야에서 활동을 하

며, 특히 국제 문화 교류의 첨병으로 활동하

는 등 번역 과정을 통해서 배운 다양한 국

제적 감각을 활용하여 세계화 시대에 국제

적 활동의 매개자로서 다양한 직종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가 지구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용어로 대두된 현 시점,  통번역 

전공자들은 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기본적 의사 소통의 도구를 완

전 소유함으로써 다양한 제 2차적인 직업과

정에 입문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

하고 있다. 

어통·번역학
English Interpretation &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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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동일  및  유사교과목

기초

교육

과목

1
1 EIT 101 Vocabulary in Context 3 3 선택필수

2 EIT 151 Speaking and Writing 3 3

2

1

EIT 201

EIT 202

EIT 203

EIT 204

EIT 205

English Conversation I

Speed Reading

어통번역입문

미문화와 청취 I

시사 어강독 I

3

3

3

3

3

3

3

3

3

3 원어민강의, ** 어회화실습 I

어강의

어강의, 선택필수

어강의, 선택필수

2

EIT 251

EIT 252

EIT 253

EIT 254

EIT 255

English Conversation II

어발음연습

English Essay Writing

미문화와 청취 II

시사 어강독 II

3

3

3

3

3

3

3

3

3

3 원어민강의, ** 어회화실습 II

전문

교육

과목

3, 4

1

EIT 301

EIT 302

EIT 303

EIT 304

EIT 305

EIT 401

EIT 402

EIT 403

Paragraph Rewriting

Newspaper Article Writing

회화 문법

실무번역

Junior Seminar

번역과 오류분석

한순차통역

미문학번역 I

3

3

3

3

1

3

3

3

3

3

3

1

3

3

3

3 어강의

어강의

어강의

어강의

선택필수

2

EIT 351

EIT 352

EIT 353

EIT 451

EIT 452

EIT 453

번역이론과 실제

상번역

병렬 코퍼스와 번역

한 순차통역

미문학번역 II

미문학과 화예술

3

3

3

3

3

3

3

3

3

3

3

3

선택필수

    ※ 선택필수는 3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 (전문 30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 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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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한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이화여대 문 / La Verne대 문 문학석사

조 의 연
의미, 화용론 어의미론

동국대 문 / Indiana대 언어 / Illinois(Urbana)대 언어 언어학박사

김  민
현대 미시 현대 미시

한국외대 어 / 한국외대 어 / Missouri(Columbia)대 문 문학박사

황 훈 성
현대드라마 연극을 통한 어연습

서울대 문 / 서울대 문 / California(Davis)대 문 문학박사

박 명 관
형태론 어문장구조론

동국대 문 / Connecticut대 문 / Connecticut대 언어 언어학박사

박 윤 희
중세 문학 18세기이전 시

동국대 문 / South Dakota주립 문 / North Texas대 문 문학박사

장 시 기
비평 텍스트와 비평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문학박사

김 애 주
미국소설 현대미국소설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문학박사

노 헌 균
미국소설 어권문학

고려대 문 / 고려대 문 / New York(Buffalo)주립대 문 문학박사

김 성 중
낭만주의 시 낭만주의 시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Nebraska대 문 문학박사

홍 승 현
국소설 국소설

동국대 문 / 동국대 문 / Nebraska대 문 문학박사

윤 현 숙
어교육 실용 문법, 어교육론

한국외대 어 / Ohio State University 어교육(TESOL) / Ohio State University

김 순 
통번역학 어통번역

동국대 문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 / 동국대

쉐 리 던
언어학 어회화

La Salle 문학 / Temple 언어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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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번역사

Vocabulary in Context

Speaking and Writing

시사 어강독 I

English Essay Writing

시사 어강독 II

번역이론과 실제

번역과 오류분석

미문학번역 I

실무번역

번역이론의 실제

병렬코퍼스와 번역

미문학번역 II

현대시읽기

현대소설쓰기

현대희곡읽기

세계문학특강

서양연극사

상산업론

세계 화사

방송구성입문

통역사

English Conversation I

Speed Reading

어통번역입문

미문화와 청취 I

English Conversation II

어발음연습

미문화와 청취 II

Newspaper Article Writing

회화 문법

한순차통역

미문학번역 I

실무번역

상번역

한 순차통역

미문학번역 II

국제관계론

국제통상론

컴퓨터 알고리즘 및 실습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저널리즘론

국제관계의 이해

세계변화의 이해Ⅰ

해외사업

및

언론기자

English Conversation I

Speed Reading

어통번역입문

시사 어강독 I

English Conversation II

English Essay Writing

시사 어강독 II

Paragraph Rewriting

Newspaper Article Writing

번역이론과 실제

한순차통역

실무번역

상번역

한 순차통역

전자상거래 입문

국제무역실무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무역 어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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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IT101  Vocabulary in Context

어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

맥락(situational context) 및 구조맥락(structural 

context)적 측면에 어어휘를 학습한다. 따라

서 총체적인 측면에서 academic and literary 

writing, 에세이, 신문, 화, 드라마 등 다양한 

text에서 사용되는 어어휘의 맥락적 용법과 

구조적 패턴을 학습한다.

EIT151 Speaking and Writing

A course i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peeches to entertain, to inform, to arouse, 

and to convince audience in English. Analysis 

of great English speeches and adaptation of 

them for classroom delivery, and practice of 

writing correct and effective short speeches 

on their model. Clear articulation, proper 

manner of speech and rhetorical effectiveness 

of writing emphasized. 

EIT201 English Conversation Ⅰ

Students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English. The native speaker will 

correct common problems ranging from 

pronunciation to idiomatic expression. 

EIT202 Speed Reading

어 문장 구구조(phrase structure)와 담화구

조(discourse structure)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어 text 읽기에 응용하여 cluster 

reading, scanning, skimming 방법을 연습한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을 속독하면서 문단의 

topic sentence를 찾는 연습을 하고, 주어진 

전체 의 main idea를 파악하고 이를 요약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EIT203  어통번역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Translation & 

         Interpretation

통역과 번역의 실제 및 이론에 관한 입문강

좌로, 회의통역사/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과 통/번역을 위한 사전준비 및 전문직업인

으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다룬다. 통/번역이론 

분야에서 축적된 핵심적 개념들을 소개하고, 

실제 통/번역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이해, 분석,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시각

과 도구를 제공하며, 특히 통/번역을 위한 출

발어와 도착어의 언어숙달에 주안점을 둔다.

EIT204 미문화와 청취Ⅰ  

        British-American Cultures Through

        Multimedia Texts  I

교육, 예술, 정치, 경제 등 어권 문화의 다

양한 현장들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접근함으로써 초급수준의 

어능력 특히 어 청취력을 함양한다.

EIT205 시사 어강독Ⅰ  

        Current English Ⅰ

학생들의 어휘력, 독해력,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시사 잡지, 신문 등 정기 간행물을 

텍스트로 삼아 집중 훈련시킨다.

EIT251 English Conversation Ⅱ

The students with a pre-required course. 

English Conversation I, will be challenged by 

more advanced situations where special 

knowledge and specific expertise are  

required. 

EIT252 어발음연습 

        Practicum on English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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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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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253 English Essa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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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T254 미문화와 청취Ⅱ 

        British-American Cultures Through

        Multimedia Texts Ⅱ

Students with the pre-requisite course 

British-American Cultures Through Multimedia 

Texts I will learn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in a more advanced situation. Based 

on texts covering sports, movies, everyday 

life styles, the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have a glimpse in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EIT255 시사 어강독Ⅱ  

       Current English Ⅱ

시사 어 강독 I 보다는 전문적인 주제를 선

택하여 실무적인 전문 용어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의 어휘력, 독해력, 문화 이해

를 돕기 위해 주로 시사 잡지, 신문 등 정기 

간행물을 텍스트로 삼아 집중 훈련시킨다. 

EIT301  Paragraph Rewriting

The course aims at guiding the process of 

re-writing paragraphs in English. Class 

activities will include exercises on rhetorical 

organization, paragraph construction, and 

punctuation; analysis of texts to see how 

writers use different modes of organization to 

put across their points of view; discussion of 

the issues raised in the readings and 

step-by-step analysis of how to assemble 

facts and opinions into well-organized essays.

EIT302 Newspaper Article Writing

1) 신문기사에 나타난 국제 위기, 협력, 개발, 

정부구조 등이 관련된 현안문제 중심의 정치

적 텍스트와 함께, 2) 세계 경제 및 금융, 통

상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각종 상업문을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 3) 의학, 생화학, 환

경, 기계공학, 건축, 컴퓨터·통신, 에너지 등

의 다양한 텍스트 등,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일상적인 번역수요가 있는 기사 작성의 경험

과 기사 텍스트의 번역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생들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

지는 문체 및 문서구조 등에 익숙해진다.

EIT303 회화 문법 

English Spoken Grammar

The subject of English spoken grammar is a 

recent development made possible by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corpus 

linguistics. This course studies on grammatical 

features of every day conversational English, 

contrasting them with those of written or other 

registers of English. Students with interests in 

discourse analysis, language corpora, spoken 

language and sociolinguistics will find their 

insights and discussion in this course.

EIT304 실무번역  

Business Translation

1학년에서 익힌 번역의 제 원칙을 재점검하

면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를 다룬다. 

특히, 문체와 언어역, 그리고 텍스트 타입별

로 요구되는 강조점들에 주목한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취한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기회도 제공된다. 본 강좌에서 학생들

은 자신의 번역물을 제시하고, 번역과정에서 

취한 주요 전략을 발표하며, 교수는 그러한 

전략의 의미와 장단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

끌면서 관련된 이론적 시각을 소개하는 방식

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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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351  번역이론과 실제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미 및 유럽의 주요 번역 이론을 고찰하고 

실제로 한국 문학 작품을 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다.

EIT352 상번역  

Film Translation

상번역은 상예술의 대화부분을 가장 공

감할 수 있는 언어로 재창조하는 작업이다. 

TV용 외화, 극장용 외화, 다큐멘터리, 만화 

등 모든 장르의 상예술을 필요에 따라 더

빙, 또는 자막용으로 번역해 시청자에게 원작

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을 시도

해본다. 본 교과목의 취지는 수강생들이 사회

에 진출해서, 날로 늘어나는 수출용 방화의 

외국어 더빙/자막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최

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상번역가로서의 역

할을 인식하게 한다. 한국 기업과 제품을 외

국에 소개하는 홍보용 비디오 및 상자료도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역할도 숙지시킨다.

EIT 353 병렬코퍼스와 번역 

        Parallel  Corpus and Translation

The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is a 

bidirectional translation corpus consisting of 

comparable English and Korean original texts 

and their translations into the other language. 

Original texts and translations are linked 

sentence by sentence. The corpus is 

intended as a text-based resource for 

contrastive research and translation studies. 

This course will expose students to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the recently 

developing parallel corpus and instruct them 

to exploit it to enhance their ability to 

translate English into Korean and the other 

way around. 

EIT 401 번역과 오류분석 

        Translation and Error Analysis

By error analysis, we understand the linguistic 

analysis of errors produced in this exchange 

of ideas and linguistic forms. This is 

sometimes due to internal interpretation, 

sometimes to lack of linguistic interaction and 

yet on other occasions to unnecessary typical 

deviations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Concentrating on errors in the course of 

translation, we study on the nature of the 

errors and learn how to overcome them to 

produce error-free translation outputs.

EIT 402 한순차통역  

        Consecutive Interpretation from English

        to Korean

특별과정을 위한 과목이다. 자신의 전공언어

를 이해하지 못하는 타과 학생들은 청중으로 

하여 실제로 한순차통역을 해야 하는 환경

을 가상해 진행한다. 전공언어간의 협조를 통

해 주제와 역할을 분배한다. 무대공포증의 극

복과 매끄러운 발표기술을 포함하여, 완벽한 

순차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대된다. 

어를 한국어로 통역한다. 

EIT 403 미문학번역 I 

        English Literary Translation I  

문학번역은 우선 소설, 시, 희곡, 에세이 등을 

기본적으로 다룬다. 소설, 시, 희곡의 경우 순

문학은 물론이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작품들

도 대상이 되며, 에세이의 경우는 넓은 의미

의 산문 문학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위 1항

의 전문서류 번역의 역에 해당되지 않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문헌도 문학번

역의 대상이 되는데 그 수준은 다수 독자를 

대상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될 만한 수준을 상

한선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입문적 

수준 및 교양적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텍스트에 대한 번역이 가능

하다. 

EIT 451 한 순차통역  

        Consecutive Interpretation from 

English to Korean

특별과정을 위한 과목이다. 자신의 전공언어

를 이해하지 못하는 타과 학생들은 청중으로 

하여 실제로 한 순차통역을 해야 하는 환경

을 가상해 진행한다. 전공언어간의 협조를 통

해 주제와 역할을 분배한다. 무대공포증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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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매끄러운 발표기술을 포함하여, 완벽한 

순차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대된다.

한국어를 어로 통역한다. 

EIT 452 미문학번역Ⅱ 

        English Literary Translation Ⅱ

문학번역은 우선 소설, 시, 희곡, 에세이 등을 

기본적으로 다룬다. 소설, 시, 희곡의 경우 순

문학은 물론이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작품들

도 대상이 되며, 에세이의 경우는 넓은 의미

의 산문 문학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전문서

류 번역의 역에 해당되지 않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문헌도 문학번역의 대상이 

되는데 그 수준은 다수 독자를 대상으로 단

행본으로 출간될 만한 수준을 상한선으로 하

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입문적 수준 및 교

양적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인문, 사회, 자연

과학, 텍스트에 대한 번역이 가능하다.

EIT 453 미문학과 화예술 

         English Literature and Films

미문학 중 주로 명작 소설을 골라서 읽고 

이의 film version을 감상한 후에 소설 텍스트

와 화 텍스트를 상호 비교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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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모든 학문의 기초인 수학은 인류 문명의 시

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과학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정

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수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인

식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우리 수학과는 순수 수학분야의 교

육뿐만 아니라 응용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개발

하여 교육함으로서 지식정보화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지식과 

지혜를 타인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역사의식

을 갖춘 지성인을 배출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수학은 경제학, 통계, 정보산업 및 컴퓨터과

학 등 다양한 연계전공이 있다. 따라서 수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여 대학원 진학 및 중등교육분

야로 진출하는 경우와 연계전공과목을 이수하

여 보험․전산․금융 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를 위하여 수학과에서는 

금융수학, 암호학 전산응용수학 등 응용과목을 

개설하여 운 하고 있고, 학생들은 졸업 후 수

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뿐 아니라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1. 대학원진학 : 수학분야를 전공하거나 응

용수학을 바탕으로 경제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등을 전공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기업에 

진출.

  2. 중등교육분야 : 재학 중 중등교사 자격증

을 취득하거나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등교육 교사로 진출.

  3. 전산⋅금융⋅보험 분야 : 응용수학과목 이

수 및 복수전공을 활용하여 관련 기업에 진출.

전공

학점

단수  58 학점 (전문29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4 학점

수 학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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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는 홀수년, **는 짝수년에만 개설

   ※ 수학과와 수학교육과의 전공과정은 원칙적으로 통합운 되며 이수과목은 전공으로 상호 인정됨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MAT 201

MAT 202

MAT 203

MAT 204

선형대수학 및 연습 Ⅰ

고등미적분 및 연습 Ⅰ

미분방정식 및 연습

이산수학

3

3

3

3

3

3

3

3 연계전공

2

MAT 251

MAT 252

MAT 253

MAT 254

선형대수학 및 연습 Ⅱ

고등미적분 및 연습 Ⅱ

집합론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3

3

3

3

3

3

3

2 2

전문

교육

과목

3, 4

1

MAT 301

MAT 302

MAT 303

MAT 304

MAT 305

MAT 306

MAT 401

MAT 402

MAT 403

MAT 404

MAT 405

대수학 Ⅰ

해석개론

일반위상수학 Ⅰ

벡터해석 및 연습

조합론*

Juniror Seminar

미분기하 Ⅰ

복소함수론 Ⅱ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그래프이론

정수론

3

3

3

3

3

1

3

3

3

3

3

3

3

3

3

3

1

3

3

2

3

3

2 어강의

2

MAT 351

MAT 352

MAT 353

MAT 354

MAT 355

MAT 451

MAT 452

MAT 453

MAT 454

MAT 455

대수학 Ⅱ

실해석

일반위상수학 Ⅱ

수치해석 및 실습

복소함수론 Ⅰ

미분기하 Ⅱ

금융수학**

동력학계입문*

암호론

현대위상입문**

3

3

3

3

3

3

3

3

3

3

3

3

3

2

3

3

3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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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박 거 덕
위상수학 일반위상수학 Ⅰ, Ⅱ

연세대 수학 / 연세대 수학 / 연세대 수학 이학박사

이 종 춘
대수학 대수학 Ⅰ, Ⅱ, 정수론 

서울대 수학 / New York주립대 수학 이학석사

방 현 수
해석학 복소함수론 Ⅰ, Ⅱ, 고등미적분 및 연습 Ⅰ, Ⅱ

서울대 수학 / Michigan주립대 수학 / Texas(Austin)대 수학 이학박사

송 희 자
해석학 미분방정식 및 연습, 집합론, 해석개론, 실해석

서강대 수학 / 서강대 수학 / Ohio주립대 수학 이학박사

박 준 상
기하학 선형대수학 및 연습Ⅰ, Ⅱ, 미분기하 Ⅰ, Ⅱ

서울대 수학 / Brandeis대 수학 / Brandeis대 수학 이학박사

이 주 성
위상수학 그래프이론, 동력학계 입문, 현대위상 입문

동국대 수학 / 고려대 수학 / Florida대 수학 이학박사

김 준 석
수치해석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벡터해석 및 연습, 

수치해석 및 실습,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고려대 수학교육 / 서울대 수학 / University of Minnesota 수학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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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공통심화과목 전공심화과목

대학원진학

선형대수학 및 연습 I,II

고등미적분 및 연습 I,II

집합론

미분방정식 및 연습

이산수학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대수학 Ⅰ

해석개론

일반위상수학Ⅰ

복소함수론Ⅰ

수치해석 및 실습

대수학 Ⅱ 

실해석

일반위상수학 Ⅱ

복소함수론 Ⅱ

미분기하 I, II

암호론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동력학계 입문

현대위상 입문

벡터해석 및 연습

중등교육

대수학 Ⅱ 

일반위상수학 Ⅱ

실해석

조합론

그래프이론

정수론

현대위상 입문

확률론

수리통계학 1

수리통계학 2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실습

금융 보험 
전산 분야

조합론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금융수학

그래프이론

암호론

동력학계 입문

보험통계

시계열해석

경제 및 경 통계

프로그래밍 및 실습 1

프로그래밍 및 실습 2

수리통계학 1

수리통계학 2

확률론



2007 Course Catalog 

160  

■ 교과목 해설

MAT201 선형대수학 및 연습Ⅰ  

Linear Algebra Ⅰ

연립방정식과 행렬, 실벡터공간, 기저 및 차

원, 행렬의 계수, 내적공간, 정규직교기저, 선

형변환, 핵과 치역, 선형변환의 행렬 등을 다

룬다.

MAT202 고등미적분 및 연습Ⅰ  

Advanced Calculus Ⅰ

실수계, 완비성, 실수열, Bolzano-Weierstrass

정리, 실수위에서 위상, Compact 집합, 

Heine-Borel 정리, 연결집합의 극한, 연속함

수, 균등연속함수, 미분, 도함수, 평균치 정리 

등을 다룬다.

MAT203 미분방정식 및 연습  

Differential Equations

1계 미분방정식, 2계 선형 미분방정식, 고계 

선형 미분 방정식, 2계 선형 미분방정식의 급

수해, Fourier 급수와 편미분 방정식, 경계값 

문제와 Sturm-Liouville 정리를 다룬다.

MAT204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수학적 논리, 집합, 관계와 함수, 이항관계 ,

그래프 이론, 트리, 부울 대수, 유한 상태 기

계와 언어 등 전산학의 기본이 되는 기초적 

수학 분야를 공부한다.

MAT251 선형대수학 및 연습Ⅱ  

Linear Algebra Ⅱ

고유치 및 고유벡터, 직교대각화법, 대칭행렬, 

2차 형식 미분방정식에 대한 응용, 원추곡선

에 대한 응용, 2차 곡면에 대한 응용, 복소선

형공간, 복소내적공간, 유니터리 행렬, 정규행

렬 등을 다룬다.

MAT252 고등미적분 및 연습Ⅱ  

Advanced Calculus Ⅱ

Riemann 적분, Riemann 적분조건, Riemann-

Stieltjes 적분, 실수급수, 수렴판정, Cauchy 

조건, 함수열 및 함수의 급수, Taylor 정리, F

ourier 급수 등을 다룬다.

MAT253 집합론  

Introduction to Set Theory

공리, 명제, 논리, 집합과 그 연산, 관계와 함

수, Orderings, 유한 및 무한 집합, 가산집합, 

기수와 그 연산, 서수와 그 연산, 자연수, 실

수, 선택공리와 그 응용에 대해 배운다.

MAT254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Topics in Mathematica

미분 적분학, 미분 방정식, 수치해석, 벡터해

석 등 여러 수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

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MAT301 대수학Ⅰ  

Algebra Ⅰ

군의 정의, Lagrange 정리, Cayley Theorem, 

Isomorphism 정리, Direct Product, Group 

Actions, Free Groups, Sylow 정리, Factor 

Group, Ring and Field, Fermat's and Euler's 

정리 등을 다룬다.

MAT302 해석개론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

실수의 대수적 및 해석적 성질, RP에서의 

위상(열린집합, 닫힌집합, Compact 집합), Hei

ne-Borel 정리, Bolzano-Weierstrass 정리, 연

결집합과 수렴하는 연속함수, Riemann-Stieltj

es 적분, 이상 적분, 무한 적분, RP에서의 

적분에 대해 배운다.

MAT303 일반위상수학Ⅰ  

General  Topology Ⅰ

집합론 개념을 바탕으로 위상공간의 정의, 기

저와 준기저, 위상공간에서의 연속함수, 거리

공간의 정의, 가산성 및 가분공리등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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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304 벡터해석 및 연습  

Vector Analysis

벡터, 곡면의 접평면, 극대 극소의 라그란즈 

방법, 선적분, 선적분과 Green 정리, 면적분, 

Stokes 정리, Gauss 발산 정리 등을 다룬다.

MAT305 조합론  

Combinatorics

Counting 원리, Generating 함수, Recurrence 

relation, Inclusion- Exclusion 등을 강의하고, 

그에 대한 응용을 함께  공부한다.

MAT351 대수학Ⅱ  

Algebra Ⅱ

Field of Quotients, Polynomial Rings, U.F.D, 

P.I.D, Euclidian Domain, 확대체, Algebraic 

Extension, 유한체, Galois Theory, Insolvablity 

of Quintic 등을 다룬다.

MAT352 실해석  

Real Analysis

Lebesque 측도, 측도 가능성, Borel 집합과 

그 가측성, 가측집합의 성질, 측도의 확장, 

Lebesque 측도, Lebesque 적분, 적분에 관련

된 수렴성, 미분과 적분, Convex 함수, LP 

공간, Minkowski와 Hölder Inequalities, 수렴과 

완비성, LP공간에서의 유계선형함수를 다룬

다.

MAT353 일반위상수학Ⅱ  

General  Topology Ⅱ

위상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Compact 공간, 적 

공간, 연결공간, 완비거리 공간, 함수공간 등

의 제성질을 다룬다.

MAT354 수치 해석 및 실습  

Numerical Analysis

수치문제의 표현으로부터 수치해석에서 일어

나는 제 문제 즉, 오차문제, 최적치문제 ,여러 

가지 제어문제 등을 해석함으로써 수치해석

문제의 해법이론을 살펴보고 미분방정식 등 

해석학의 수치처리문제와 선형대수 등 대수

학의 수치처리문제를 다룬다.

MAT355 복소함수론Ⅰ  

Complex Variables Ⅰ

복소수, ℂ위에서 위상, 복소미분가능성 및 

해석함수, Laplace 방정식, 초등함수, 복소적

분, 원시함수, Cauchy-Goursat 정리, Cauchy

의 적분식, Morera 및 Liouville의 정리, 균등

수렴, Taylor 급수전개, Laurent 급수, 특이점

의 종류 등을 다룬다.

MAT401 미분기하Ⅰ  

Differential  Geometry Ⅰ

벡터 함수, 정칙곡선, 호의 길이를 매개변수

로 하는 곡선, 단위 접선 벡터, 곡률, 단위법

선벡터, 종 법선벡터, Frenet 공식 등 곡선론

과 곡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룬다.

MAT402 복소함수론Ⅱ  

Complex Variables Ⅱ

유수정리, 유수정리의 응용, 편각의 원리와 

Rouchi의 정리,  등각사상, 1차분수변환복비, 

초등함수의 사상, 조화함수, Poisson의 적분

식, 경상의 원리, 복소역학계, 고정점, Fatou

와 Julia 집합, Mandelbrojt집합, 복소함수의 

응용,  Schwarz-Christoffel 변환, 유체의 흐름 

등을 다룬다.

MAT403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Applied Numerical Analysis

비선형방정식의 해법, 연립방정식의 해법, 고

유치문제, 보간다항식, 미분 및 적분,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편미분방정식의 해법 등의 수

치적 접근 방법을 다룬다.

MAT404 그래프이론  

Graph Theory

그래프의 정의, 앨고리즘(Algorithm), Degree 

수열, 경로 및 탐색, 나무이론, Network, Euler 

그래프, Hamilton 그래프, 판매원문제, Euler의 

공식, Matching 이론, Matching Algorithm과 결

혼문제, 독립성, 사색정리(Four Color 

Theorem), 그래프와 순서집합, Ramsey 정리 

등을 다루며 Graph 이론의 응용 분야들에 대

해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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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405 정수론 

Number Theory

정수의 기본성질,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소수, 인수분해, 합동식의 성질, 잉여류, 

Fermat의 정리, Euler의 정리, 중국인의 나머

지 정리, 합동식의 응용, 이차잉여, Legendre 

기호, 이차잉여의 응용, 연분수, 연분수 전개, 

대수적 정수 등 정수론의 기본 사항을 다룬

다.

MAT451 미분 기하Ⅱ  

Differential Geometry Ⅱ

정규곡면의 매개변수 표현, Coordinate Patch, 

접평면 및 법선, 제 1및 제 2의 기본형, 주곡

률(Principal Curvature), Gauss및 평률 곡률, 

Gauss-Weingarten 방정식, 곡면의 기본정리 

Gauss-Bonnet의 정리 등 곡면론에 대해서 

다룬다.

MAT452 금융수학  

Financial Mathematics

금융수학의 코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소개

한다. 특히 이산 다 구간 모델, 차익거래 가

격결정이론, Black-Scholes 모델과 공식, 각종 

파생금융상품 이론, 이자율 모험, 마팅게일 

측도, 금융의 기본 정리를 다룬다. 특히 

Brown 운동과 확률적분, Ito 공식, Girsanov 

정리 등 필요한 기초확률론을 배운다.

MAT453 동력학계입문  

Chaos Theory

주기점, 함수의 반복, 고정점, 2차 함수군, 분

기, 주기 3인 점, Schwarz 도함수, 혼돈의 정

리, Cantor 집합, 선형함수의 역학, Heron 사

상, 말굽 사상, Factal, Capacity 차원, 

Lyapunov 차원, Julia 및 Mandelbrot 집합, 미

분 방정식의 응용 등을 다룬다.

MAT454 암호론  

Cryptography

암호학의 기초, 고전암호시스템, 블록암호알

고리즘, 스트림암호 알고리즘, 해쉬함수, 공개

키암호시스템, 인증 및 서명, 암호 프로토콜, 

응용(IC카드, 전자금융시스템, 우편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한다.

MAT455 현대위상입문  

Intuitive Topology

생명공학 등에서 많이 응용되는 Knot(고리) 

이론과 이차원 공간에서의 곡면 등을 기존의 

정의, 정리로 이어지는 수학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공부함으로서  다양한 수학

적 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학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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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물리학은 삼라만상을 대상으로 자연현상의 

기본 원리를 실험 및 이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규명하며, 또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현대과학 기술과 연결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 물리학과의 학부 목표

  1. 물리학의 학문적 연구에 직접 종사하여  학

문적 발전에 기여할 연구인력에 대한 기초 

교육.

  2.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 분야  

및 과학 교육에 종사할 연구․교육인력   

양성교육.

  3. 물리학을 소양으로 한 사회 지도자와 인접

과학 및 공학  등 타 학문을 연구하는 인  

력에 대한 지원 교육.

  ○ 대학원 물리학과의 교육 목표

  1. 물리학 연구에 종사할 과학적 사고 능력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2.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과학자 양성 교육.

  본 물리학과의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목표는 

과학적 사고방식과 탐구력, 그리고 무한한 창의

력과 인식력 및 책임감을 겸비한 전인적 기초 

과학인을 양성하며,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 민

족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과학 인재를 육

성하는 것이다.

  물리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대부분 취업과 국

내외 대학원 진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취업

은 기업체, 정부 및 기업체 연구소, 중등 교육기

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취업 분야는 전

자, 통신, 반도체, 컴퓨터, 재료, 기계, 광전자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학부졸업생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대학, 대학교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물리학은 모든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

으로 기초과학, 응용과학 및 산업 발전에 지대

한 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그 학문 역이 

광대한 만큼 적용되는 분야 또한 광범위하다. 

오랜 학문 발전의 역사와 폭발적인 과학 혁명

을 몰고 온 분야임을 볼 때, 미래에도 무궁무

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과학의 중

심 분야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를 살펴보면 고에너지 가속

기를 중심으로 한 고에너지 분야와 응집물리학

을 기본으로 하는 응용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

진다.

  물리학은 기초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

분야에서도 우리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의 원리에도 물리학의 기술과 이론이 숨어 

있으며, 새로운 물질의 합성, 초소형 로봇, 슈

퍼컴퓨터, 지능형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칩 등

물리학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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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획기적인 전기 통신 분야와 과학 혁명을 몰

고 올 수 있는 기초 학문이다.

  또한 핵융합 관련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전 인류에게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환

경을 조    성하기 위한 최첨단 분야에서도 물

리학의 역할은 지대하고 또한 과학적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졸업 후 진로

  물리학과의 졸업생은 학문 특성상 어느 분야

에 진출하여도 자기의 소임과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는 크

게 3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학원 물리학과 

석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물리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거나 혹은  다른 유사 분야의 대

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대학이나 연구소에 진

출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사 과정의 교원

자격증 혹은 교육대학원의 진학하여 중고등학

교 교원으로 진출하여 교육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재료, 기계, 광전자 등

의 기타 사회 분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58학점 (전문29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14학점



물리학

165

■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PHY 201

PHY 202

PHY 203

PHY 204

현대물리학Ⅰ

역학Ⅰ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3

3

3

2

3

3

3

4

교직연계전공

교직연계전공

2

PHY 251

PHY 252

PHY 253

PHY 254

PHY 255

현대물리학Ⅱ

기초전자학실험

역학Ⅱ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3

2

3

3

3

3

3

3

3

4

교직연계전공

교직연계전공

교직연계전공

전문

교육

과목

3, 4

1

PHY 301

PHY 302

PHY 303

PHY 304

PHY 305

PHY 401

PHY 402

PHY 403

PHY 404

PHY 405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

전자기학 실험 

광학Ⅰ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

양자역학Ⅱ

고체물리학 실험

고체물리학Ⅰ

신소재물리학

3

3

2

3

3

3

3

2

3

3

3

3

3

3

3

3

3

3

4

4

교직연계전공

2

PHY 351

PHY 352

PHY 353

PHY 354

PHY 451

PHY 452

PHY 453

PHY 454

PHY 455

광학 실험

양자역학Ⅰ

수리 물리학Ⅱ

광학Ⅱ

핵물리학Ⅱ

고급물리학 실험

전자 및 반도체 물리학

입자물리학

고체물리학Ⅱ

2

3

3

3

3

2

3

3

3

3

3

3

3

3

3

3

4

4

교직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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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강 태 원
반도체물리학 전공교직과목

동국대학교

동   철
응집물리학

열 통계 물리학(Ⅰ,Ⅱ), 광학(Ⅰ,Ⅱ), 고체물리학 실험, 

고급물리학 실험

한양대학교

남 궁 욱
입자물리학 수리물리학(Ⅰ,Ⅱ), 입자물리학

Indiana University 

김 형 배
핵물리학 역학(Ⅰ,Ⅱ), 핵물리학(Ⅰ,Ⅱ)

University of Texas (Austin)

신 동 혁
고체물리학 전자기학(Ⅰ,Ⅱ), 신소재물리학

Cornell University 이학박사

조 훈 
반도체물리학 양자역학(Ⅰ,Ⅱ),  역학 실험, 기초 전자학 실험

KAIST

김 형 상
고체물리학 현대물리학(Ⅰ,Ⅱ), 고체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 실험

 Univerzitaet zu Koeln(서독)

양 우 철
고체물리학 기초전자학,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물리교사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기초전자학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물리교육론

 공통과학교육론,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Ⅰ,Ⅱ,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물리학 실험, 고체물리학Ⅰ,Ⅱ

 신소재물리학, 광학 실험, 고급물리학 실험

 입자 물리학

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기초전자학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Ⅰ,Ⅱ,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물리학 실험, 고체물리학Ⅰ,Ⅱ

 신소재물리학, 광학 실험, 고급물리학 실험

 입자 물리학

물리관련 

사업분야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Ⅰ,Ⅱ, 현대물리학Ⅰ,Ⅱ

 역학Ⅰ,Ⅱ, 기초전자학, 역학 실험

 기초전자학실험, 전자기학Ⅰ

 열 및 통계 물리학Ⅰ

 전자기학Ⅱ, 수리물리학Ⅰ,Ⅱ, 전자기학 실험

 광학Ⅰ,Ⅱ, 열 및 통계물리학Ⅱ, 핵물리학Ⅰ,Ⅱ

 양자역학Ⅰ,Ⅱ, 고체물리학 실험, 고체물리학Ⅰ,Ⅱ

 신소재물리학, 광학 실험, 고급물리학 실험

 입자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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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KOR101 현대문학입문 

Introduction to Moder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향수에 필

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학의 본질과 

기능, 시․소설․희곡 등 주요 문학 장르의 

특징, 문학의 해석과 평가 등 문학 일반에 관

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PHY201 현대물리학 I  

Modern Physics Ⅰ

기초물리학과 미적분 지식을 갖춘 이공계 학생들에게 

19세기초에 대두된 현대물리학의 기초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수상대론, 물질의 입자와 파동론, 양

자역학 및 통계역학의 기초분야와 개념에 대하여 공

부한다.

PHY202 역학 I  

Mechanics Ⅰ

Vector와 Matrices 계산을 훈련한 후에 Newton 역학의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기초로 중력이론, 기초진동이

론, 강제진동, 비선형진동,  Perturbation 등을 공부한

다.

PHY203 기초전자학  

Elementary Electronics

기초회로이론 과목의 목적은 여러 가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및 이에 관련된 물리적 메카니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전자소자를 응용한 전자회로

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기본적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

다.

PHY204 역학 실험 

Experiments in Mechanics 

Zeeman 효과, 강체의 회전, 진자, 운동량, 힘을 포함

하여 역학의 기초실험을 한다.

PHY251 현대물리학Ⅱ  

Modern Physics Ⅱ

현대 물리학 I에서 습득한 양자역학적인 기초 개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물리학, 분자물리학, 고체물리

학, 초전도현상, 핵물리학, 입자물리학의 기초적인 지

식을 공부한다.

PHY252 기초전자학실험  

Experiments in Basic Electronics

기초전자물리학 과목을 통하여 배양된 간단한 회로이

론 및 설계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회로의 구성, 간단한 

측정기기의 사용법 및 고급실험에 대비한 기초회로지

식을 숙지하도록 한다.

PHY253 역학Ⅱ  

Mechanics Ⅱ

Lagrangian과 Hamilton의 Dynamics를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중심력장 내에서의 운동과 입자의 충돌 등을 

공부한다.

PHY254 전자기학Ⅰ  

Electricity and Magnetism Ⅰ

전자기학 Ⅰ은 전기, 전자, 통신 등 각 분야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므로 전자기현상의 기본 개념을 기본지식

으로 나타내고, 이 기본 식으로 전자기기의 개념을 

Vector화 할 수 있도록 한다.

PHY255 열 및 통계물리학Ⅰ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Ⅰ

고전 열역학을 기체 분자 운동론과 통계역학에 의하

지 않고 제시하며 상태방정식, 열역학의 제1,2법칙, 

그들의 결합 및 응용, 엔트로피 개념, 열역학적 퍼텐

셜, 열역학의 간단한 응용을 다룬다.

PHY301 전자기학Ⅱ  

Electricity and Magnetism Ⅱ

유전체와 자성체의 미시적 이론을 Vector적으로 처리

하고 전기장 및 자기장의 미시적 및 거시적 묘사관계 

등을 다룬다.

PHY302 수리물리학Ⅰ

Mathematical  Physics Ⅰ

양자역학 및 고급의 물리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과목

으로 벡터 및 텐서 해석학, 선형대수, 기초 군론,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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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복소수함수론, 이계 미분방정식, 변분법 등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PHY303 전자기학 실험 

Experiments in Electricity and Magnetism

전자기학 과목에서 습득한 전자기현상을 실험을 통하

여 이론을 검증하며, 이해를 구체화한다.

PHY304 광학Ⅰ

OpticsⅠ

진동 및 파동에 관한 이론을 광학현상과 비교하여 설

명하고, 빛의 간섭현상을 다룬다. 특히 다중반사에 의

한 간섭현상 및 간섭계에 대하여 학습하고, 회절현상

은 단일슬릿 및 회절격자에 의한 Fraunhofer 회절을 

주로 다루며, Fresnel 회절의 개요와 광속에 대하여 

논의한다. 

PHY305 열 및 통계물리학Ⅱ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Ⅱ

통계물리학은 개개의 입자들이 물리학의 기본법칙을 

만족하면서도 많은 입자들의 집단 거동에 의해서 야

기되는 거시적인 현상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PHY351 광학실험 

Experiments in Optics

광학 I, Ⅱ에서 공부한 빛의 전파 특성 및 간섭, 회절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며, 여러 가지 광학 

장치의 원리와 특성을 익힌다. 레이저 광학 및 분광학

을 이용한 현대 광학의 이해에 주안점을 둔다.

PHY352 양자역학Ⅰ 

Quantum Physics Ⅰ

양자론의 기본 개념들, 양자역학의 체계와 구조, 양자

역학의 방법론, 그리고 실제 물리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원자의 구조 및 전자기파와 원자의 상호작

용 등을 강의한다.

PHY353 수리물리학Ⅱ 

Mathematical Physics Ⅱ

“수리물리학 I”의 계속.

PHY354 광학Ⅱ 

OpticsⅡ

광학 I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체의 광학

적 특성 및 응용분야인 Laser 원리 및 그 응용을 다루

고 나아가서 기초 양자 광학분야의 일부를 소개한다. 

PHY401 핵물리학Ⅰ  

Nuclear Physics Ⅰ 

고전 및 현대물리학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핵의 존재

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쉘 모델, 바인딩 에너지 

모델, 핵의 안정성과 자연붕괴 등을 공부한다.

PHY402 양자역학Ⅱ 

Quantum Physics Ⅱ

“양자 역학 I” 의 계속

PHY403 고체물리학실험 

Experiments in Solid State Physics

이론적으로 학습한 고체에서의 물리현상을 실험적으

로 조사하며, 전도체에서의 전자이동, 자성체에서의 

전자 Spin 구조, 고체표면연구, 포논의 실험적 검증 

등을 학습한다.

PHY404 고체물리학Ⅰ

Solid State Physics Ⅰ

결정구조, 결정에 의한 회절과 역격자, 결정의 결합, 

포논 I (격자진동), 포논 Ⅱ(열적성질) 등을 다룬다. 

PHY405 신소재물리학 

Physics of Novel Materials 

반도체 직접회로, 광섬유, 자기기록매체 등은 

20세기에 발견된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만

들어진 중요한 산업기술들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 신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

운 기능을 갖는 소자를 개발하는 것은 과학기

술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산업․경제적 측면에

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초전도

체, 반도체, 자성체, 유기물을 비롯한 여러 가

지 신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고체물리

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며, 새로운 특성을 갖는 

신물질의 합성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PHY451 핵물리학Ⅱ

Nuclear Physics Ⅱ

β-선 붕괴, 핵 반응론(복합핵 반응과 직접핵 반응), 핵

분열, 핵력에 관한 이론 등을 공부하여 핵의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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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이해한다. 아울러 자연의 근본 상호 작용과 메

존의 성질 등을 공부한다.

PHY452 고급물리학실험

Experiments in Advanced Physics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실제 실험을 통해 학습하며, 주로 전기적 특성실험으

로 다수 및 소수 운반자들의 특성연구와 광학적 특성

조사 실험으로 에너지 밴드갭 및 광소자로서의 기능실

험을 강의한다.  

PHY453 전자 및 반도체 물리학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 Physics

전자소자 및 전자회로에서의 전자들의 운동

론, FET 구조의 전자 소자들과 통신용 전자소

자, 양자구조 전자소자들에서 전자들의 운동

론, 반도체의 구조, 전기전도의 메카니즘, 반

도체의 전기적 성질, PN 접합, 금속과 반도체

와의 접촉, 결정질 고체의 에너지띠이론, 결정 

내의 불순물, 비결정질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등의 주제중에서 선택하여 강의한다.PHY 454 

입자물리학  Particle Physics

소립자 물리학의 입문 과정으로서 물질의 구조, 기본 

입자들의 종류와 성질, 소립자들의 기본 상호작용을 

소개하고, 실험 및 이론적인 연구의 방법론을 간략히 

해설한다.

PHY455 고체물리학Ⅱ 

Solid State Physics Ⅱ

자유전자의 Fermi 기체, 에너지 띠, 반도체 결정, Fermi 

면과 금속, 플라즈몬, 폴라리톤 및 폴라론, 광학적 과정

과 엑시톤, 초전도성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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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화학은 자연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조성, 성

질, 구조, 그리고 물질 상호간의 작용과 변화를 

연구하여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써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며, 산업기술 발전의 밑

받침이 된다.

  본 화학과의 교육목표는 화학 전반에 걸친 

기본 지식을 이론 및 실험교육을 통하여 전달

함으로써 탐구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아울러 개

개인의 꾸준한 학문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인류공여에 이바

지함으로써 본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지혜체득과 

자비정신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과에

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화학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화학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을 학습하여 기본 연구능력을 

갖춘 화학도를 양성한다.

  둘째, 본 학과가 담당하는 교양 교육과정에

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며, 학문탐구의 기본 방법을 

알게 한다.

  셋째,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유도하며 장기적

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화학관련 응용과목 및 교육과목

을 수강하게 하여 산업계와 교육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화학은 그 탐구대상 물질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다. 타 분야의 

학문과 연계를 맺고 새로운 대상물질을 합성하

고 또 새롭게 발견된 물질의 조성과 변화를 연

구하는 것이 최근 동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물질 합성은 그 적용 범위에 

따라 대상이 다양하나 신약과 신소 재 개발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와 같   

은 신약품 합성과 초전도성 물질, 고강도 초경

량 합금, 차세대 반도체와 같은 신소재 개발등

은 이미 국내에서도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

야이다. 화학은 그야말로 모든 자연과학과 기

술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환

경오염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도 

물질의 조성과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화학

화학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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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선두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첨단연

구 분야 중 화학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

는데, 21세기를 맞는 전환점에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계속해서 화학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졸업 후 진로

  화학은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물질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화학 전공자들의 진출분야는 

실로 매우 다양하다. 그 동안 배출한 졸업생들

의 사회진출 현황을 파악하면 산업계, 교육계, 

연구기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신약품 개

발, 의류, 차세대 반도체와 같은 신소재 개발, 

화장품, 가공식품, 환경오염 등 다양한 화학관

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58 학점 (전문29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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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CHE 201

CHE 202

CHE 203

CHE 301

분석화학 1

유기 및 분석화학 실험 1

유기 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물리화학 1

3

3

3

3

3

3

3

6

2

CHE 251

CHE 252

CHE 253

CHE 352

분석화학 2

유기작용기 화학

유기 및 분석화학 실험 2

물리화학 2

3

3

3

3

3

3

3

6

전문

교육

과목

3, 4

1

CHE 302

CHE 305

CHE 353

CHE 355

CHE 401

CHE 404

CHE 406

CHE 407

CHE 453

무기화학1

고분자 화학

물리화학실험

생화학 1

분자분광학

유기 반응 이론

광화학

화학 특론

기기분석 실험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6

6

2

CHE 303

CHE 304

CHE 351

CHE 354

CHE 402

CHE 403

CHE 405

CHE 451

CHE 452

CHE 454

CHE 455

무기화학실험

유기구조결정방법의 이해

기기분석

무기화학 2

생화학2

생화학실험

반응속도론

물성론

실용유기화학

환경화학

화학과 컴퓨터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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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순
무기화학 광화학, 환경화학

동국대 화학 / 동국대 화학 / Tokai대 광화학 공학박사

김 홍 범
유기화학

유기화학물의 결합 및 구조,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 II, 

실용유기화학, 화학특론

서울대 화학 / Indiana(Bloomington)대 화학 석박사과정 이학박사

여 인 형
분석화학 분석화학Ⅰ, 분석화학Ⅱ,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 I

서강대 화학 / 서강대 화학 / Iowa주립대 화학 이학박사

석 원 경
무기화학 무기화학Ⅰ, 무기화학Ⅱ, 무기화학실험

서울대 화학 / KAIST 화학 / North Carolina대 화학 이학박사

박 태 준
물리화학 물리화학Ⅱ, 분자분광학, 반응속도론

서울대 화학 / KAIST 화학 / Chicago대 화학 이학박사

박 봉 서
유기화학 유기구조결정방법의 이해, 유기작용기화학, 유기반응이론

서울대 화학 / Toledo대 화학 / Michigan주립대 유기광화학 이학박사

유 국 현
분석화학 기기분석, 기기분석실험, 고분자화학

Hamburg대 화학 / Hamburg대 화학 / Hamburg대 화학 공학박사

김 소 연
생화학 생화학 I, 생화학 II, 생화학실험

고려대 화학 / Cornell대 Biochemistry / Cornell대 Biochemistry Ph.D

최 중 철
물리화학                               물리화학 I, 물리화학실험, 물성론, 화학과 컴퓨터

서울대 화학 / 서울대 화학 / 서울대 화학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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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화학관련

국․공립

기업․대학의

연구․전문직

 분석화학Ⅰ,Ⅱ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Ⅰ,Ⅱ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유기작용기화학

 무기화학Ⅰ

 물리화학Ⅰ

 무기화학Ⅱ

 물리화학Ⅱ

 기기분석

 생화학Ⅰ,Ⅱ

 화학특론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

 생화학실험

 현대물리학Ⅰ,Ⅱ

 생명과학

 전자기학

 선형대수학Ⅰ

 기술과 사회

 기술보고서작성 및 발표

 창의적 공학설계

화학관련

대기업․중소기업

간부사원

 분석화학Ⅰ,Ⅱ

 유기 및 분석화학 실험Ⅰ,Ⅱ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유기작용기화학

 무기화학Ⅰ

 물리화학Ⅰ

 기기분석

 생화학Ⅰ

 고분자화학

 광화학

 실용유기화학

 환경화학

 화학과 컴퓨터

현대물리학Ⅰ,Ⅱ

 생명과학

 에너지공학입문

 공학경제

 공학법제

 창의적 공학설계

공통과학교사

및 화학교사

 분석화학Ⅰ,Ⅱ

 유기 및 분석화학 실험Ⅰ,Ⅱ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물리화학Ⅰ,Ⅱ

 무기화학Ⅰ,Ⅱ

 무기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

 기기분석실험

 생화학실험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Ⅱ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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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HE201 분석화학Ⅰ  

Analytical ChemistryⅠ

정량분석 화학의 체계적 이론과 실제적 용법

을 다루고 정량분석 화학의 화학양론과 균일

계의 화학평형론, 전해질 용액의 전리평형과 

산염기 이론과 정량관계를 이룬다.

CHE202 유기 및 분석화학 실험Ⅰ  

Experiments in Organic and Analytical

Chemistry Ⅰ

무기양이온 26종에 관한 특성반응과 분적이

론과 그 방법, 각 분적 중에서의 분리 및 확

인방법과 총분석법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케

하고 정량분석 실험에서는 산염기 표준용액

의 조제 및 표정과 산염기 검체의 용량분석 

실험을 행한다. 침전 적정용 표준용액이 조제 

및 표정과 검체분석실험을 행하고 EDTA표준

용액의 조제 및 표정과 금속시료 분석실험, 

산화․환원 적정용 표준용액의 조제 및 표정

과 실제 시료분석, 합금 분석 및 그 응용 분

석실험을 행하고 전해분석의 기초실험을 한

다.

CHE203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Bonding and Structure of Organic

Compounds

유기화학의 원리 및 법칙, 화학성, 구조, 명명

법, 반응기구, 반응성 등을 이해시키기 위하

여 C1 및 C2탄화수소, 알칸, 알켄, 콘쥬케이

트 된 불포화계의 결합, 유기화합물의 분리확

인, 친핵성 치환과 제거반응, 할로겐화 알킬 

및 유기금속화학물 등을 강의한다.

CHE251 분석화학Ⅱ  

Analytical ChemistryⅡ

불균일계 평형 중 침전적정 이론과 실제, 착

화합물, 화학평형이론 및 착화적정 이론과 실

제를 다루며 산화․환원 반응, 평형이론 및 

적정이론과 전기화학의 정량적 분석 이론을 

다룬다.

CHE252 유기작용기 화학  

Organic Functional Group Chemistry

유기화합물은 각 구조에 포함된 작용기

(Functional Groups)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본 과목에서는 각 작용기별로 유기화합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특히 합성법 및 반응성

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CHE253 유기 및 분석화학실험Ⅱ  

Experiments in Organic and Analytical  

Chemistry Ⅱ

유기화합물의 합성, 분리정제, 그 확인법 등

을 실험을 통하여 주지시키기 위하여 단순증

류, 분별증류, 융점측정, 종이 컬럼 및 박층 

크로마토그라피, 알켄, 사이클로헥센, 알코올

의 요오드 포럼 및 산화실험, 에스테르실험, 

할로겐화 알킬실험, 에테르합성, 알데히드의 

반응, 케톤의 실험등을 실시한다. 유리화합물

의 합성, 분리정제 및 그 확인합성, 설파미트

산 합성, 아니린 합성, 아세트아니리드 합성, 

칸니자로 반응 등의 실험을 실시하여 합성화

합물을 IR,GC,HPLC,UV-VIS 분광기에 의해서 

확인 실험을 실시한다.

CHE301 물리화학Ⅰ  

Physical  Chemistry Ⅰ

열역학의 기본원리, 제 법칙을 통한 열역학의 

제 함수의 도입 및 과정의 올바른 이해, 활용

을 통하여 화학 반응의 평형 및 방향, 자발성 

등을 다룬다. 열역학의 기본원리를 도입하여 

순수물질, 혼합물 및 상변환과 화학평형들을 

다룬다.

CHE302 무기화학Ⅰ  

Inorganic Chemistry Ⅰ

무기 화합물의 원자 구조, 결정 구조, 산염기 

화학, 군론(group theory), 공유 결합 및 이온 

결합 등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CHE303 무기화학실험  

Experiments in Inorganic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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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화합물 및 착 화합물의 합성 그리고 반

응성 등 ��무기화학Ⅰ과 Ⅱ��에서 다룬 

내용에 관하여 실험하고자 한다. 배위 화합물 

및 유기금속 화합물의 합성과 분광학적 성질

을 다룬다. 

CHE304 유기구조결정 방법의 이해

Understanding of Organic Structural

Analysis

화합물의 구조 결정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

는 핵자기공명(NMR), 적외선 분광법(IR), 자

외선 분광법(UV) 및 질량분석법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응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반복된 연

습문제를 가지고 분자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다.

CHE305 고분자 화학  

Polymer Chemistry

고분자의 합성, 라디칼 중합, 양이온중합, 음

이온중합, 개환 중합, 공중합 반응의 기구와 

속도론, 중합체의 분자구조, 고분자의 열적 

성질, 기계적 성질, 점성 등의 물리화학적 성

질과 고분자 응용에 대해서 다룬다.

CHE351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현대 과학 정보사회와 접하면서 기기분석의 

중요성은 날로 중대 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 맞추어 기기분석의 여러 분야 중 분

리분석법에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다루며, 분광분석법에

서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 적외선 분광법 

및 원자흡수 분광법을, 다른 기기 분석 분야

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열분석법 및 방사

화학법을 강의한다. 

CHE352 물리화학Ⅱ  

Physical  Chemistry Ⅱ

미시적 관점에서 물리화학적 현상을 이해하

기 위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방법인 양자화학

의 기본 개념, 이론 및 원자, 분자 구조와 상

태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CHE353 물리화학실험  

Experiments in Physical Chemistry

향온조, 표면장력, 액체 및 전해질용액의 

도측정, 액체 및 고분자용액의 점도측정 등 

��물리화학Ⅰ��에서 다룬 내용에 관하여 

실험 실습한다. 분자량 측정법, 반응열 측정

법, 평형상수 결정법, 반응속도상수 결정법, 

굴절율 측정법, 적외선 분광법, 열분석법 등

에 의한 유기물, 무기물 및 고분자물질의 물

리화학적 성질, 상수 등을 구하는 실험 실습

을 한다.

CHE354 무기화학Ⅱ  

Inorganic Chemistry Ⅱ

‘무기화학Ⅰ’의 연이은 강의로써 전이 금속 

화합물들의 반응성, 반응 메커니즘, 이론적인 

배경, 구조, 유기금속 화합물의 이론적인 배

경, 고체화학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CHE355 생화학Ⅰ  

Biochemistry Ⅰ

화학의 지식과 방법을 생체의 조성을 확인하

고, 생체성분 상호간의 화학적 변화 및 화학

변화에 따르는 에너지의 출입을 다루기 위하

여 탄수화물, 지질, 아미노산, 단백질 및 효소 

등의 화학적 특성을 다룬다.

CHE401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roscopy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원자나 분자

의 구조, 에너지 등을 결정하는 학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분광학의 양자화학적 이론과, 

분자의 회전, 진동, 전자 분광학 및 라만 분

광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CHE402 생화학Ⅱ  

Biochemistry Ⅱ

화학의 지식과 방법으로 생체의 조성을 확인

하고, 생체성분 상호간의 화학적 변화 및 화

학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출입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탄수화물대사, 지질대사, 광합성, 암모

니아 및 질소를 함유하는 단량체의 대사, 핵

산의 생합성, 단백질의 생합성 등을 다룬다.

CHE403 생화학 실험  

Experiments in Biochemistry

생체물질의 화학적 특성, 생체물질의 정성 및 

정량, 생체물질의 분리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

하여 탄수화물의 정성정량, 지질의 정성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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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리 정제법, 효소의 특성실험 등을 실시

한다.

CHE404 유기반응이론  

Physic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반응들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

는 특정한 반응 경로를 거쳐 그 반응이 진행

되는데 이 반응 메커니즘은 유기화학의 몇 

가지 기본 이론을 토대로 제안된다. 이 기본 

이론을 내용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반응경로

를 찾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방법에 대

해서 알아본다. 또한 이 실험방법과 이론과의 

상관관계를 해석론적 견지에서 자세히 알아

본다.

CHE405 반응속도론  

Chemical Kinetics

화학변화에 대한 거시적(현상적)고찰과 미시

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거시적 

관점의 방법은 기존의 반응속도론 이론으로

서 반응계의 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밝

히는 이론이다. 한편, 미시적 방법은 분자 동

력학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반응을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CHE406 광화학  

Photochemistry

광화학은 광과 화학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연

구대상으로 하며, 기체 상태, 용액 및 고체 

상태에 있어서의 광화학 반응을 통하여 기초 

법칙을 이해시키고, 반도체 전극 광전효과 및 

광촉매 등의 광에너지 변화의 기본개념과 광

합성 방법의 기초를 다룬다.

CHE407 화학특론  

Special Topics in Chemistry

화학의 최신 연구분야 중 학부과정에서 다루

어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수

행형식으로 진행하며, 이론강의/주제발표/토

론/논문작성 등의 강의방식이 채택될 것이다.

CHE451 물성론  

Properties of Matter

통계열역학의 기본개념 및 원리, 액체 및 고

체상태의 구조, 분자의 전기적 및 자기적 성

질, 반도체 및 고분자 물질들의 물리화학적 

성질 등을 다룬다.

CHE452 실용유기화학  

Practical  Organic Chemistry

본 강좌에서는 유기화학의 기초지식을 습득

한 학생들을 위하여 실제 생활, 의학과 약학 

그리고 산업계에 생산되고 있는 유기화합물

의 종류와 제법과 이들의 물성에 대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CHE453 기기분석실험  

Experiments in Instrumental  Analysis

화학분석기기를 이용하는 미량성분 분석실험

으로서 IR-, UV-분광분석법, 원자흡광분석법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실험을 통하여 

무기물 및 유기물 분석 실험을 행한다.

CHE454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화학과 자연 및 인류의 유기적 관계 및 사회

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과정과 대기 및 

오존층, 지구 온난화, 광화학 스모그, 폐기물 

처리, 오염물질 이동, 청정기술 등을 다룬다. 

또한 산성비, 핵분열과 공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체에너지를 검토한다. 동시에 환경분석 화

학적인 면에서도 다루고자 한다. (이 과목은 

무기, 무기광 및 분석화학 전공 교수들의 

team teaching 형태로 강의하고자 한다.)

CHE455 화학과 컴퓨터 

Chemistry and Computer

최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화학 교육 및 연

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화

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역을 포함한다. 인

터넷 및 각종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화학 

관련 정보검색, 화합물의 구조 및 반응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활

용, 실험 데이터의 분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의 활용, 양자 화학 관련 계산에 필요한 간단

한 프로그램 작성 등을 다룬다. (이 과목은 유

기와 물리화학 전공 교수들의 team teaching 

형태로 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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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1. 통계전공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전공은 컴퓨터와 더불어 21세기 최첨단을 

걸어야 할 지식인들에게는 필수적인 학문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합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

하도록 통계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 활

용력을 교육하는데 목표를 둔다.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적 탐구의 수단으

로서, 통계기법을 활용․응용하여 각 학문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 구조와 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준다. 즉, 통계학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공

부하는 학문이다. 특히,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

학, 의학 등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물론 사

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한 연구분야들에 이론과 방법론을 제공하여 

주는 독특한 학문분야이다. 통계학과에서는 이

와 같이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 

이론과 수단이 되어주는 통계학의 이론과 그 

방법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유익

한 정보를 생산하며, 보다 나은 행동양식과 사

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와 같

은 목적에 따라 본 통계학과는 통계학의 이론

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방법론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통계학자, 대학의 

통계학 교수, 정부기관과 다양한 연구기관에 

종사할 통계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통계전공분야 특성

  본 과에서는 통계전공분야를 수리통계학, 응

용통계학, 전산통계학 등 세 분야로 구분을 한

다. 특히, 전산통계학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습

득한 이론을 통계팩키지를 이용해 실제적인 자

료를 분석․해석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킨

다. 그리고, 학생들의 충분한 실습시간을 통하

여 집중적으로 통계팩키지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교과목은 

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등 이론 중심의 교과

목과 통계전산처리 등의 실습 교과목, 전산통

계 등의 프로그래밍 교과목 등이 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통계팩키지에는 SAS, SPSS, 

S-PLUS, MINITAB 등 여러 팩키지가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통계학은 지식기반사회의 기본학문으로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그 응용범위가 더욱 더 넓어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오늘의 환경

에서, 통계학은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대량

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척하고 이를 과학적으

로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그 강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 분야를 포함한 사회 

여러 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통계학에 

통계학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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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위해서 올바

른 표본 집단 추출 및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사회조사방법, 마케팅 분야에서 

통계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생물정보학 분야에서도 통계적인 분석 기

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 보험, e-비

즈니스, 보건, 의료분야, 제조업, 기상, 환경, 사

회과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통계학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의 연계 시스

템을 기반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가 일반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용량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이터마이닝 측면에서의 지식창출 노력은 통계

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통계학은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

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속성 하

에서 과학기술의 개발과 인접 학문과의 접합 

등에 의하여 계속적인 발전이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 사회는 이들 정

보를 효율적이며 객관적으로 수집․이해․분석

하는 통계학 및 통계인을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30여년의 졸업생을 배출한 

본과의 졸업생 현황을 보면 행정관청으로는 재

경원, 노동부, 통계청 등으로 진출하여 있고, 

일반기업체로는 금융․보험업계로 진출하여 정

책수립과 기획조사, 전산개발 및 관련분야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부를 계속하고

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한국과학기술원, 해

외유학을 통하여 대학교수 및 각 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본 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보험계리인, 손해

사정인, 정보처리기사 1․2급, 품질관리사, 투

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FRM), 사회조사분

석사 1․2급 등이고 교직과정 이수 후 수학교

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58 학점 (전문29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4 학점



2007 Course Catalog 

180

■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2 STA 151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 3 2 2

2

1

STA 201

STA 202

STA 203

STA 204

프로그래밍 및 실습 Ⅱ

확률론

통계계산 및 그래픽 실습Ⅰ

보험통계

3

3

3

3

2

3

2

3

2

2

2

STA 251

STA 252

STA 253

STA 254

탐색적 자료분석

인구통계학

확률과정론

통계계산 및 그래픽 실습Ⅱ

3

3

3

3

3

3

3

2 2

전문

교육

과목

3, 4

1

STA 301

STA 302

STA 303

STA 304

STA 401

STA 402

STA 403

STA 404

수리통계학Ⅰ

표본조사론

회귀해석 

비모수통계학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

데이터마이닝

다변량해석

그래픽모델링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STA 351

STA 352

STA 353

STA 354

STA 451

STA 452

STA 453

수리통계학Ⅱ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관리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 Ⅱ

범주형 자료분석

시계열해석

3

3

3

3

3

3

3

3

3

3

2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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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염 준 근
수리통계 회귀해석,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관리

동국대 통계 / 동국대 통계 / 서울대 이학박사

김 혜 중
수리통계 수리통계학, 다변량해석, 시계열해석

연세대 응용 통계 / California(Riverside)대 통계 석박사과정 통계학박사

이 관 제
수리통계 비모수통계학,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 탐색적 자료분석

동국대 통계 / 동국대 통계 / Rutgers대 통계 통계학박사

이  섭
응용통계 데이터마이닝, 범주형 자료분석, 프로그래밍 및 실습

연세대 응용통계 / Iowa주립대 통계 / Rutgers대 통계 통계학박사

김 선 웅
응용통계 표본조사론,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인구통계학

동국대 통계 / 동국대 통계 / 동국대 통계 이학박사

안 홍 엽
응용통계 확률론, 확률과정론, 그래픽모델링

동국대 통계 / Wisconsin-Madison대 통계 석박사과정 통계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연구직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Ⅱ

확률론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회귀해석, 실험계획법

다변량해석, 수리통계학ⅠⅡ

시계열해석, 비모수통계학

데이터마이닝, 표본조사론

확률과정론

계량경제학

사회조사방법

마케팅조사

생물정보학

수학교사

일반통계학 및 실습ⅠⅡ

확률론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ⅠⅡ

수리통계학ⅠⅡ, 표본조사론

비모수통계학, 회귀해석

범주형 자료분석, 다변량해석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해석개론

이산수학

통계 및

전산관련

분야

대학통계학 및 실습Ⅰ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Ⅱ

통계계산 및 그래밍 실습ⅠⅡ

확률론

탐색적 자료분석

수리통계학ⅠⅡ, 그래픽모델링

데이터마이닝, 범주형 자료분석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Ⅱ

데이터웨어하우스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응용 및 실험

소프트웨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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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STA151 프로그래밍 및 실습Ⅰ

        Programming and Labs Ⅰ

컴퓨터의 원리, 활용 및 발전과정 등에 대하

여 학습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작성원리

를 이해하며, 향후 통계학 전공과목들의 수

강시 기초가 되는  SAS 나 S-Plus 및 SPSS 

등의 통계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

STA201 프로그래밍 및 실습Ⅱ

        Programming and Labs Ⅱ

프로그래밍 및 실습 I의 연속 교과목으로 Ⅰ

에서보다 고급 프로그램 기법 등을 학습하

며, 보다 고급의 통계 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언어-비주얼베이직, C, C++, 자바 등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STA202 확률론

        Probability Theory

통계학의 기본이 되는 확률이론과 확률분포

의 성질, 확률변수의 개념 등에 대해 초보적

인 수리를 이용, 학습한다.

STA203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 I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al Exercises Ⅰ

통계학 전공에 필요한 비선형 방정식, 수치

적적분, 행렬대수이론들과 같이 통계학 분야

에 응용된 수리부분을 발췌하여 통계 계산적

인 측면에서 학습하며, 통계적 추론에 이용

되는 붓스트랩, 잭 나이프, Cross Validation기

법과 같은 통계계산 이론을 실습과 병행하여 

학습한다.

STA204 보험통계

        Insurance Statistics

보험통계의 개념, 종류 및 여러 계산 방식을 

학습하고, 생명표 작성, 순보험료 및 업 보

험료의 계산, 책임 준비금, 해약 환급금, 이익

배당, 장기정기보험, 기업연금보험 등의 계산

방식을 다룬다.

STA251 탐색적 자료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기본적인 기술통계학의 적용뿐만 아니라 단

변량 분석, 자료의 시각화, 선형모형, GLM, 

다변량 분석등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특히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SAS, S-PLUS, 

SPSS 등 여러 통계 팩키지를 사용하여 자료

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STA252 인구통계학

        Demographic Statistics

인구학 및 인구통계학의 기초개념 및 계산방

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인구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인구분포, 사망력 및 이

환력, 혼인력, 출산력, 인구성장과 대치, 인구

이동, 인구통계의 사회적 및 경제적 국면의 

분석 등을 실제 인구통계자료를 동원하여 다

룬다.

STA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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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254 통계계산 및 그래픽실습Ⅱ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al Exercises Ⅱ

통계적 자료분석에서 필요한 통계표작성, 산

점도, 히스토그램, 셰르노프 얼굴그림, 줄기 

및 잎그림 등 통계도표에 관한 이론을 학습

하며, 범용 패키지인 SAS/GRAPH와 S-Plus

를 이용한 실습을 통해 기술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STA301 수리통계학Ⅰ

        Mathematical  Statistics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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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의 기초이론인 정의, 정리 등을 수리

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이들의 이론적 배경

과 응용을 다루고, 집합론, 확률론, 확률분포

론 및 확률표본론을 중점 강의한다.

STA302 표본조사론

        Sample Survey Theory and Methods

표본조사의 기본개념과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을 추출하는 추출방법, 즉 단순임의추출법, 

층별임의추출법, 집락추출법, 계통추출법, 확

률비례추출법 등을 강의한다. 또한 이들 추

출법에 근거한 모수의 추정방법들을 다룬다.

STA303 회귀해석

        Regression Analysis

두 변량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

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회귀계

수의 추정, 검정방법과 회귀선의 적합도검정, 

분산분석 기법 등을 강의한다.

STA304 비모수통계학

        Nonparametric Statistics

통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나 모집단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

닌 경우에 측정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특히, 의학통계학에서 다루는 

자료들이 이 범주에 속하며, 임상실험에서 

나오는 실제 자료를 분석한다.

STA401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Ⅰ

        Statistical  Modeling and  ConsultingⅠ

컴퓨터에 입력되는 자료는 대량화되고, 입력

된 방대한 자료가 주는 메시지나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

이다. 본 강의에서는 실험계획법, ANOVA, 회

귀분석, 다변량분석, 비모수통계학에서 배우

는 이론들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통계적 해석방법을 공부한다.

STA402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적용사례, 그리고 

통계학에서의 역할 등과 함께 데이터 마이닝

의 여러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

정나무, 신경망 분석 등을 실제 자료를 이용

하여 여러 가지의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

석 비교 연구한다.

STA403 다변량해석

        Multivariate Analysis

통계적 기법들 중 상관 관계가 있는 두개 이

상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확률변수들을 분석

하는 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다변량 확률변수

들의 수리적 통계 이론 및 인자분석, 주성분

분석, 상관분석 등의 다변량 자료의 분석기

법을 강의한다.

STA404 그래픽 모델링

        Graphic Modeling

그래픽 모델링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통계적 

모형을 표현하는 한 형태로써 컴퓨터의 발달

과 함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생명정보학, 베이지안 네트워크 등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강좌는 이

산형, 연속형 확률변수의 그래픽 모델, 카이

제곱 검정, F 검정, 순위 검정 등 다양한 모

수, 비모수 검정 뿐만 아니라 회귀해석 등을 

그래픽 모델과 적용하여 전통적인 기법들과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STA351 수리통계학Ⅱ

        Mathematical  Statistics Ⅱ

수리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추정론, 가설검정

론, 분산분석론 등의 이론과 응용대상에 대

하여 중점 강의한다.

STA352 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

가장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실험

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습하고, 얻어

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STA353 통계적 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통계적 기

법 및 품질 검사에서 판정 방법, 표본 선택 

방법 등을 학습하고, 관리도 작성 요령과 활

용 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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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354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Statistical  Survey Research and Practices

이론․실습 수업 및 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통계와 사회통계 등의 작성 및 여론

조사를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본조사가 

실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체

계적으로 배운다. 표본조사의 기초 정보 수집

을 위한 핵심 그룹 활동, 표본추출틀 준비, 자

료수집방법 및 표본 크기 결정, 설문지 설계, 

사전조사 실시,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현장조

사 실시, 설문 자료의 코드화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강의한다.

STA451 통계모델링 및 컨설팅 Ⅱ

        Statistical Modeling and Consulting Ⅱ

전반적인 통계학 지식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모델 및 분석을 SAS를 사용하여 통계적 응용 

및 분석 그리고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범주

형자료관련 자료의 유형 및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STA452 범주형 자료분석

        Categorical Data Analysis

확률변수가 연속적이 아닌 이산형 자료에 대

한 자료 분석과 모형 구축에 대하여 학습한

다. 이항분포 및 포아송분포 뿐 아니라 분할

표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다범주 로짓

모형 등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적 모형이나 분석 방법 등을 다룬다.

STA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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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측법 등을 초등적 입장에서 강의하며, 더 나

아가서 정상 및 비정상 시계열 과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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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응용)

  현대물질과학의 총아인 반도체과학은 오늘날 

인류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하 고, 앞으로도 

21세기 정보사회에 있어서 기술문명을 주도할 

핵심 학문분야이다. 반도체과학은 그 응용범위

가 확대되면서 학문의 구조에 있어서도 반도체 

재료 및 소자, 고주파 반도체, 반도체 설계, 반

도체 공정 등으로 구분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같은 추세로 

구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에 반도체과학과에

서는 반도체 재료 및 소자는 물론 고주파 반도

체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시스템 

Integration, 결정성장 및 반도체 공정 등에 이

르기까지 반도체 과학 전 분야의 원리적 이해

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를 균형 있게 학습하

고, 아울러 현장 지향적 실습을 병행하여 입체

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로부터 차세대 반도

체 연구/산업을 주도할 지식 기반을 갖춘 창의

적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반도체 재료 및 신소재 분야

  반도체는 물리ㆍ화학의 기초과학과 재료공

학, 화학공학 및 전자공학 등 응용과학의 복합

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세상에 출현하 다. 강

유전체, 자성체 등의 실리콘공정의 주변재료의 

개발과 청색광을 내는 갈륨나이트라이드 반도

체, 적외선감지반도체 및 플라스틱반도체, 단백

질반도체 등의 신소재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양자점 소자의 개발을 통하여 종전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응용과 함께 반도체의 새로운 전

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2. 특수 반도체 소자 및 미세공정 분야

  미세선을 이용한 반도체공정의 고집적화 연

구가 30여년 이상 계속되어 단일 칩에 구현되

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매년 두 배씩 증가

하고 있으며 10억 비트의 집적도를 갖는 기억

소자의 출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컴퓨터의 연산능력과 정보 처리 및 저장 

능력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정보처

리 역이 점차 넓혀지고 있다. 이러한 미세구

조 소자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응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통신용 부품 설계분야

  음성 및 상 데이터의 비약적인 증가와 통

신품질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통신 

매체와 시스템을 병행 발전시키고 있다. 통신 

기기는 이제 몇 개의 반도체 부품에 의하여 완

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통신 기기는 반도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

용 반도체 부품 설계에 있어서는 통신 시스템, 

전자회로, 반도체 설계 기술 등의 복합적인 지

식 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적합하도록 여러 

분야에 걸쳐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 경

험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반도체과학
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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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스템 집적회로 설계분야

  정보기술의 발달은 전자공학의 세계를 기본

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변혁시키고 있으며 이

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상정보 

단말기를 필두로 하는 각종 정보기기들은 반도

체 집적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완성

될 것이며 이는 시스템 설계기술, 반도체 집적

회로 설계기술 및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을 필요로 한

다. 반도체과학과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고루 

배양함으로써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

한 반도체 분야는 컴퓨터, 통신, 제어 및 소프

트웨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업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 등의 기초과학과 예술의 분

야까지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여 인류문화를 구

성하는 기본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소자분야

에 있어서는 강유전체, 자성체 등의 실리콘공

정의 주변재료의 개발과 질화물계 광소자, 적

외선감지반도체 및 플라스틱 반도체, 단백질반

도체 등의 신소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실현됨에 따라 새로

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미세선폭을 이

용한 반도체공정의 고집적화 연구가 30여년 이

상 계속되어 단일 칩에 구현되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허용 주파수 대역이 GHz단위로 증가하는 무선

통신분야에선 CMOS(상보성금속산화반도체)로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상당한 기술 개발에 도달하 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음성 및 상정보의 

멀티미디어화로 인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멀

티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네트워크 통신 분야 

및 시스템디자인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

망된다. 

졸업 후 진로

  신기능반도체재료, 통신부품설계, 시스템 직

접회로설계, 반도체 공정(나노테크놀로지)등의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반도체업체

에서는 소자 및 제조공정의 개발엔지니어 또는 

집적회로 설계엔지니어로 활동할 수 있다. 전

자, 특히 하드웨어를 다루는 시스템, 초고주파 

통신 분야에서 개발엔지니어로도 진출할 수 있

다. 어느 경우에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

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시도해볼만 하

다.

전공

학점

단수  58 학점 (전문29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2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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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

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SEM 251

SEM 252

SEM 253

SEM 254

반도체 기초 및 실습

양자물리학

전자기학Ⅰ

디지털 H/W설계 및 실습

3

3

3

3

2

3

3

2

2

2
전자기학1(물리학)

2

SEM 251

SEM 252

SEM 253

SEM 254

반도체물리학

신호해석

전자기학Ⅱ

회로해석 및 합성

3

3

3

3

3

3

3

3

반도체물리학(물리학)

전자기학2(물리학)

전문

교육

과목

3, 4

1

SEM 301

SEM 302

SEM 303

SEM 304

SEM 305

SEM 401

SEM 402

SEM 403

SEM 404

반도체소자

무선통신

응집물질물리학Ⅰ

전자회로실습

디지털 시스템 이론

고주파 소자 및 모델링

박막성장 및 공정

전자회로의 이해

광전소자

3

3

3

2

2

3

3

3

3

3

3

3

0

2

3

3

3

3

4

2

SEM 351

SEM 352

SEM 353

SEM 354

SEM 451

SEM 452

SEM 453

SEM 454

전파전파

응집물질물리학Ⅱ

반도체소자 실습

VLSI 설계 및 실습

정보표시소자

RF 반도체 회로 설계

혼성 모드 IC 설계

반도체 공정 및 실습

3

3

2

3

3

3

3

3

3

3

0

2

3

3

3

2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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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득 

반도체물리학
반도체 기초 및 실습, 양자 물리학, 반도체 물리학, 

접합형소자, 광전소자, 정보표시소자

동국대 물리 / 동국대 물리 / 동국대 물리 이학박사

정    웅

반도체공학
신호해석, 무선통신, 고주파소자 및 모델링, 전파전파,

RF 반도체회로설계

서울대 전자공 / KAIST 전기·전자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송 민 규

VLSI 설계
회로해석 및 합성, 디지털 H/W설계 및 실습, 전자회로설

계, 디지털 시스템 이론, VLSI설계, 혼성모드 IC설계

서울대 전자공학 / 서울대 전자공학 / 서울대 전자공학 공학박사

김 현 정

반도체물리학
전자기학Ⅰ&Ⅱ, 전자회로실습, 응집물질물리학Ⅰ&Ⅱ, 

반도체공정, 반도체공정실습

괴팅엔대 물리 / 괴팅엔대 물리 / Hamburg대 물리 이학박사

임 현 식

반도체물리학
반도체기초 및 실습, 반도체물리학, 전계효과형소자, 

반도체소자실습, 박막공학

고려대 물리 / 고려대 물리 / Oxford대 고체물리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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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전공발전 단계에 따라 전공기초단계, 전공심화단계 및 전공응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이를 

다시 반도체과학의 분야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였으나, 반도체과학의 전반적인 과정을 균형 있게 이수하기 위해서

는 각 트랙별 교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학문연구

반도체 기초 및 실습

양자물리학

디지털 H/W설계 및 실습

전자기학Ⅰ

반도체물리학

신호해석

회로해석 및 합성

전자기학Ⅱ

무선통신, 전자회로 설계 

응집물질물리학Ⅰ

전자회로실습, 광전소자

고주파 소자 및 모델링

디지털 시스템 이론

박막성장 및 공정

반도체소자, 전파전파

응집물질물리학Ⅱ

반도체소자 실습

정보표시소자

RF 반도체 회로 설계

혼성 모드 IC 설계

반도체 공정 및 실습

VLSI 설계 및 실습

미적분학 및 연습 I & II,

대학 물리학 및 실험 I & II,

대학 화학 및 실험 I & II,

응용수학, 

수리물리학

반도체재

료 공정 

및 소자분

야

반도체 기초 및 실습

양자물리학

디지털 H/W설계 및 실습

전자기학Ⅰ

반도체물리학

신호해석

회로해석 및 합성

전자기학Ⅱ

응집물질물리학Ⅰ

전자회로실습, 광전소자

박막성장 및 공정

반도체소자

응집물질물리학Ⅱ

반도체소자 실습

정보표시소자

반도체 공정 및 실습

미적분학 및 연습 I & II,

대학 물리학 및 실험 I & II,

대학 화학 및 실험 I & II,

응용수학, 

수리물리학

반도체설

계 및 초

고속반도

체분야

반도체 기초 및 실습

양자물리학

디지털 H/W설계 및 실습

전자기학Ⅰ

반도체물리학

신호해석

회로해석 및 합성

전자기학Ⅱ

무선통신, 전자회로 설계 

전자회로실습

고주파 소자 및 모델링

디지털 시스템 이론

박막성장 및 공정

반도체소자, 전파전파

RF 반도체 회로 설계

혼성 모드 IC 설계

VLSI 설계 및 실습

미적분학 및 연습 I & II,

대학 물리학 및 실험 I & II,

대학 화학 및 실험 I & II,

응용수학, 

수리물리학

  ※ 미적분학 및 연습 I & II, 대학 물리학 및 실험 I & II, 대학 화학 및 실험 I & II 교과목은 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반

드시 이수하기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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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SEM201 반도체 기초 및 실습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s and

         Lab.

반도체 과학의 입문과정으로써 반도체의 기

본 특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원리와 물질

내 전자의 거동 그리고 이에 근거한 기초 반

도체 재료ㆍ소자 및 응용, 집적회로 및  반도

체 공정에 관한 내용 등 반도체과학의 전분

야를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자 및 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실습을 

수행한다. 

SEM202 양자물리학  

Quantum Physics

반도체내 전자의 거동을 미시론적인 입장에

서 분석하기 위하여 양자론의 형성과정과 전

자의 파동함수 등을 학습한다. 나아가 현대

의 반도체 양자소자의 동작원리와 연구동향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SEM203 전자기학Ⅰ

Electrodynamics Ⅰ

유전체와 자성체의 전자기적 미시적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벡타장에 대하여 학습한 후 

자유공간 및 유전 매질에서의 전기장을 다룬

다.

SEM204 디지털 H/W 설계 및 실습  

         Design of Digital  Hardware and Lab.

2진수 체계의 기본 원리 및 2진수 연산에 대

해 고찰한다. 또한, 조합형 및 순차형 논리회

로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마이클 컨트롤러, 통신 시스템 등을 직접 설

계한다. 최종적으로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한다. 아울러 이론 

수업을 통해 설계한 디지털 H/W를 직접 부

품을 구매하고 조립해 봄으로서 디지털 하드

웨어에 대한 기본 원리를 스스로 익힌다. 

 

SEM251 반도체물리학

 Semiconductor Physics

반도체 물질의 결정구조, 에너지밴드이론, 전

자와 정공 그리고 도우너 및 억셉터 등에 대

한 양자통계, 평형 및 비평형 상태에서의 전

하수송현상,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등에 대해 학습한다.

SEM252 신호해석

        Signal Analysis

“회로 해석 및 합성”을 기초로 하여 연속 신

호와 이산 신호의 시간 역과 주파수 역

에서의 관계를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살펴

보고 시스템 함수의 해석에 응용한다.  “무선

통신” 및 “디지털 시스템 이론”의 기초과목이

다.

SEM253 전자기학Ⅱ  

 Electrodynamics Ⅱ

유전체, 강자성체 및 도체와 같은 물질의 전

자기적 성질을 논하고, 정전기장과 정자기장

에 대한 전자기파의 이해와 해석을 돕는다.

SEM254 회로해석 및 합성  

         Network Analysis and Synthesis

전반부에는 R,L.C 및 전류원, 전압원으로 이

루어진 수동소자회로를 해석한다. 이를 위해 

Laplace 변환, Thevenin 정리 및 Norton 정리 

등을 고찰한다. 후반부에는 주어진 전달함수

로부터 원하는 회로를 얻기 위한 합성과정을 

다룬다. 필터이론, 수동회로망 합성 및 능동

회로 합성에 대해 고찰한다.  

SEM301 반도체소자  

Semiconductor Devices 

소자물리학의 일반적 내용을 학습하고, PN접

합 소자 및 전계효과 소자에서의 물리적 특

징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소

자들에 대하여 그 구조 및 동작원리 등을 학

습한다. 아울러 소자의 동작 특성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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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소자 기능 

향상 방안 등을 학습한다. 

SEM302 무선통신  

 Wireless Communication

진폭변조 및 위상변조 등의 아날로그 통신 

이론과 ASK, FSK, PSK 등의 디지털 통신 이

론, 부호화의 배경과 원리 등을 강의한다. 반

도체 IC를 이용하여 통신 부품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통신기기의 구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SEM303 응집물질물리학Ⅰ  

         Condensed Matter and Material

         Physics Ⅰ

반도체 재료 및 대체 신소재와 같은 고체의 

물성을 강의한다. 반도체의 물리적 특성은 

실 공간이 아닌 역격자 공간에서 잘 설명되

어진다. 물리학의 기본원리와 모형을 이용하

여 접근하여 여러 가지 고체의 물질구성을 

해석하며 결과는 실용적인 분야에서 매우 많

이 응용되고 있다. 반도체/전기/전자 소자의 

물성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과목이다.

SEM304 전자회로실습  

Electronic Circuit  Lab.

바이폴라 및 MOS 트랜지스터 회로의 바이어

스 방법, 증폭회로 설계 방법, 주파수 응답의 

측정, 발진기의 설계와 측정 및 연산증폭기 

응용 등에 관하여 실습한다.

SEM305 디지털시스템 이론  

         Theory of Digital  Systems

전반부에는 z-transform 및 디지털 푸리에 변

환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신호처리의 기본이

론을 고찰한다.  후반부에는 디지털 암호화

기술, 디지털 상 및 음성 신호처리 기법, 

디지털신호의 압축 및 복원 등의 디지털 시

스템의 이론을 다룬다.

SEM351 전파전파  

Theory of Wave Propagation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무한 공간 및 유한 

공간에서의 파동의 전파 특성을 살펴보고 모

드 해석 기법을 유도한다. 분포정수회로의 

전송선 방정식을 유도하고 고주파 반도체 회

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송선 이론과 스미

스 도표 등을 소개하며 수동 소자의 특성과 

정합 기법을 강의한다.

SEM352 응집물질물리학Ⅱ  

Condensed Matter and Material

Physics Ⅱ

반도체 및 자성반도체 재료의 벌크, 표면 및 

계면에서의 전자의 행동양식에 대해 다루며 

논리소자 및 기억소자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

는 기초를 제공한다. 자기반도체재료, 양자반

도체소자, 초대용량 기억소자의 물질구성 및 

동작원리를 이수하는데 필수적이다.

SEM353 반도체소자실습  

         Semiconductor Devices Lab.

Wafer cutting 및 chemical etching, 진공증착, 

계측 및 data 분석의 실무를 학습하고 금속/

반도체 접합, 금속/산화물/반도체 구조등을 

실제 실습을 통해 제작하고 전기적/광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SEM354 VLSI 설계 및 실습  

         VLSI Design and CAD

최근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및 각종 첨

단장비들은 모두 내부에 System-on-Chip 

(SOC)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SOC 는 모

두 VLSI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한 개의 

칩으로 집적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과

목에서는 VLSI 설계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CAD 실습에 대해 공부한

다. 

SEM401 고주파소자 및 모델링  

High Frequency Devices 

and Modeling

실리콘 또는 화합물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RF반도체소자의 종류와 구조, 동작원리 및 

특성을 살펴보고 소자 해석 및 회로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에 대하여 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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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402 박막성장 및 공정 

         Thin Film Technology& Fabrication

반도체소자의 제작공정에 필요한 초고진공, 

PVD 및 CVD 성막 기술에 대해 다루고, 박막

성장의 물리학적 이해 그리고 성장 및 박막특

성의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과 원

리 및 반도체공정에 대해 학습한다.

SEM403 전자회로의 이해

Understanding of Electronic Circuits

수동소자 외에 바이폴라, MOS 트랜지스터 등

의 능동소자가 첨가된 회로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연산증폭기의 이해 및 응용을 통하여 

실제적인 전자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

지 다룬다.

SEM404 광전소자  

Optoelectronic Devices

반도체에서의 흡수와 방출등 기본적인 광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LED, LD, PD 

및 Solar Cell등 수/발광소자의 동작원리와 구

조적인 특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아울러 

광 수동소자의 원리 및 응용을 다룬다. 

SEM451 정보표시소자  

         Information Display Devices

TFT-LCD의 원리 및 동작특성 등을 학습하고 

제작방법과 구조적 특성 등을 학습한다. 나아

가 PDP, VFD, ELD등 평판형 정보 표시소자

의 동작원리와 기본 특성 등을 이해하고 평판

디스플레이소자의 최근 기술 및 연구동향을 

학습한다.

SEM452 RF 반도체 회로설계  

         RF Semiconductor Circuit  Design

고이득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발진기, 전력 

증폭기 등의 고주파 집적회로의 설계 및 해석 

방법을 강의하고 위성 및 무선 통신시스템의 

응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SEM453 혼성모드 IC 설계  

        Design of Mixed Mode IC

CMOS 차동증폭기, 내부 바이어스회로 등의 

CMOS 아날로그 회로의 기본원리를 익힌다. 

또한, 전자회로에서 다룬 지식을 기반으로 

CMOS 연산증폭기를 설계하고 데이터 변환기, 

혼성모드 필터 및 PLL 등을 설계한다.

SEM454 반도체공정 및 실습 

        Semiconductor Fabrication & Process

         Lab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작공정에 필요한 

초고진공, 박막성장기술, Lithography 및 etching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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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생명과학은 자연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

든 생명체들을 대상으로 그 구성과 생명현상의 

본질을 연구하여 인류생활 향상을 위해 응용할 

수 있는 학문 역으로서 생명과학 전반에 관

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다

양한 생명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

하여 생물 전체에 대한 기본연구와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

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과정은 강

의와 실험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에도 각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함

으로써 현대 생명과학의 빠른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의 운 방법

을 추구한다. 그리고 학년, 학기별로 단계적이

고 조화로운 교과편성을 하 고 학생들의 이해

능력과 개인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특히 오늘날 인류사회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의료문제, 식량문제, 환경

오염과 파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서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생명과학 관련 학문의 연구 동향과 방

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한, 새롭게 기대되

는 바가 큰 분과의 하나이다. 더욱이 오늘날 

생명자원은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이에 따른 수요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생

명에 기본 틀을 형성하는 세포의 단백질 및 유

전자와 같은 내용에 치중하여 연구 발전해가고 

있으며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연구와 이를 유전자와 단백질의 조작방법과 같

은 고도의 첨단이론과 기술을 응용한 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그간 1200 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

으며, 본 학과를 수학한 후에 대학원 진학, 

교직종사, 또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연구소, 시

험소, 의료계연구실, 제약분야에 진출하여 활발

생명과학과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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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활동하고 있다.

  학문적 분야로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이수한 200 여명에 달하는 연구자 중 박사학위 

이수자가 50 여명으로 현재 전국대학에 교원으

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계에서 많은 업적을 쌓

고 있다. 이 외에도 중.고교 교사로 70 여명이 

봉직하고 있다. 또한 본 학과에서 수학한 다수

의 우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 중

이며, 이 외에도 외국대학에 나아가 연구하는 

졸업생이 20 여명이며 귀국하여 국내에서 활동

하는 연구원도 다수가 있다.

  연구 분야에선 우리나라 생명과학 관련 연구

소에 많은 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출

연 연구소, 의약, 농화학계열의 연구실, 위생관

련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

명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체 분야로는 유수한 제약회사, 생명공학 

연구소, 농약 회사, 종묘회사, 식품 생산업체, 

등에 연구원 및 중견사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선후배간에 친 한 교류로 취업의 폭

이 넓다.

전공

학점

단수 58 학점 (전문 29 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 18 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2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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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BIO 101 환경생물학 3 3 교직연계전공

2 BIO 151 생명과학 3 3 교직연계전공

2

1

BIO 201

BIO 202

BIO 204

BIO 205

BIO 206

미생물학 및 실험

분류학

유전학

야외실습

조직배양학

3

3

3

3

3

2

3

3

2

3

2

2

교직연계전공

교직연계전공

2

BIO 251

BIO 252

BIO 253

BIO 254

BIO 255

생태학

생화학

세포학 및 실험

생명공학

세균바이러스학

3

3

3

3

2

3

3

2

3

2

2

교직연계전공

전문

교육

과목

3, 4

1

BIO 301

BIO 302

BIO 303

BIO 304

BIO 305

BIO 401

BIO 402

BIO 403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및 실험

동물행동학

생물정보학

Junior Seminar

면역학

토양생물학

생물의학개론

3

3

3

3

1

3

3

3

3

2

3

3

1

3

3

3

2

어강의

어강의

어강의

2

BIO 351

BIO 352

BIO 353

BIO 354

BIO 451

BIO 452

BIO 453

식물생리학 및 실험

진화생물학

균학

발생학

생물통계학

생물물리학

신경생물학

3

3

2

3

3

3

3

2

3

2

3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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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민 웅
zMicrobiology(Plant Pathology)

생명과학, 환경생물학, 미생물학 및 실험, 

토양생물학, 균학

동국대 생물 / 동국대 응용생물 / 동국대 식물병리학 농학박사

박 인 국

Biochemistry 

(Ezymology, RNA splicing)
생명과학, 생화학, 생명공학, 동물생리학 및 실험

서울대 생물 / Manitoba대 생물 / Manitoba대 생물 이학박사

김 주 필
Systematic Zoology and Ecology 생명과학, 환경생물학, 분류학, 동물행동학, 진화생물학

서울대 동물 / 서울대 생물 / 동국대 생물 이학박사

김 선 정
Molecular Cell Biology 생명과학, 환경생물학, 세포학 및 실험, 분자생물학 

서울대 생물교육 / KAIST 생명과학 / KAIST 생명과학 이학박사

성 정 석

Immunology

(Molecular Immunology and Genetics)

생명과학, 면역학, 세균바이러스학, 생물물리학,

생물의학개론

동국대 응용생물 / 동국대 응용생물 / Oregon주립대 유전학 이학박사

정 상 민
Plant Genetics and Physiology

생명과학, 유전학, 식물생리학 및 실험, 

조직배양학(식물)

단국대 농학 / 서강대 생명과학 / Wisconsin 주립대학 식물유전육종 Ph.D

장 원 희

embryology
생명과학, 발생학, 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조직배양학(동물)

서울대 농화학과 / University of Dayton 생물 / Rice University Biochemistry and Cell Biology 세부

전공 발생학 Ph.D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연구원분야

분류학

야외실습

생태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및 실험, 동물행동학

면역학, 토양생물학, 진화생물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및 실험, 균학, 세균바이러스학

연구소 및 병원

연구원분야,

제약회사 및 기업체 사업분야

미생물학 및 실험

유전학, 생화학

세포학 및 실험

조직배양학

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생물물리학, 신경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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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BIO101 환경생물학  

Environmental Biology

생물계에 직ㆍ간접적으로 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와 결과를 규명하는 학문분야

BIO151 생명과학  

Life Science

생물학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 연구되어 온 결

과들을 정리하여 생명관, 생명체의 기본 구조

와 기능, 생식과 발생, 유전법칙과 기작, 생명

공학과 이용, 생물과 환경, 진화와 종다양성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하여 생명 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힌다. 

BIO201 미생물학 및 실험  

Microbiology and Lab.

미생물의 세계를 통해보는 세균과 이에 관련

된 기타의 미생물을 설명하고, 미생물의 성장, 

생장 및 응용 면으로 농업, 산업, 의학분야와 

관련지어 연구한다. 실험은 배양, 염색, 생리적 

성장, 환경 등에 따른 미생물의 분야, 식품미

생물을 다루는 법 등을 터득케 한다.

BIO202 분류학  

Taxonomy

동‧식물 분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및 기

준을 설명한다. 즉 동물의 경우 단세포 및 다

세포성의 여부, 배열의 수, 소화관의 모습, 골

격 및 기관계의 성질이나 위치 등을 다루며, 

이에 따라 분류된 각 동물의 계층에 대한 특

징을 강의한다. 또한, 식물의 경우는 기관학적

인 특색으로서 분류군의 한계를 정함과 아울

러, 식물학의 각 분야인 형태학, 해부학, 발생

학, 화분학, 세포학, 생리학, 화학분류학, 생물

지리학 및 고생물학에 의거한 기본분야를 강

의하고 분류체계를 확립한다.

BIO203 유전학  

Genetics

고등생물에서 유전기초로 멘델의 유전원리와 

세포 분열의 관계를 설명하고, 성과 유전, 사

람의 유전,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와 형질 발현

의 유전적 조절과정을 강의한다.

BIO204 야외실습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직접 

생물과 접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생

태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채집하고 실내에서 이들을 분류, 정리하여 생

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돕게 한다.

BIO205 조직배양학  

Tissue culture

식물 조직배양을 이용한 급속증식, 품질향사, 

신품종육종, 2차산물 생산에 대한 이론적 개

요를 설명하고 조직  배양을 위한 배지의 구

성, 살균, 배지구성물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한다.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캘러스를 이용

한 배양, 기관분화를 위한 환경, 배지구성의 

향 등을 논한다. 조직배양 방법으로, 약배양, 

소포자배양, 전단조직배양, 원형질체 배양, 원

형질융합에 대하여 방법과 이론을 강의한다. 

끝으로 중요한 식물의 실제 배양방법을 논한

다.

BIO251 생태학  

ecology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

문이다. 생태학에서는 수많은 구성원으로 이

루어진 자연계 내의 한 구성원과 다른 구성원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

태학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종합‧분석하여 자

연의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BIO252 생화학  

Biochemistry

유기화학에서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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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너지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대사작용,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대사에 관한 원리

를 이해시키고, 생화학이 생명과학의 전반적

인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주지시

킨다.

BIO253 세포학 및 실험  

Cytology and Lab.

세포의 분자 구성과 이들의 성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구조 및 기능적인 차이, 세포

막의 구조와 기능, 세포 분열에 대하여 강의하

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다.

BIO254 생명공학  

Biotechnology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중요한 항암제, 호르몬, 항생제 및 

효소의 생산, 간염백신 및 혈액응고제의 개발, 

양가 높은 식품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BIO255 세균바이러스학  

Bacteriology & Virology

생태계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특별한 역

할을 하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종류, 생활

사, 그리고 타생물과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

이 이 과목의 목표로서 그들의 특성, 숙주, 증

식방법, 분류법과 이들에 의한 질병, 그리고 

병리, 유전, 및 생명공학에 응용되는 이용방법

도 소개한다.

BIO301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생물의 기본물질의 분자적 구성과 이들의 물

리화학적 성질, 특히 단백질의 구조와 생성과

정에 대하여 강의하며, DNA의 분자적 구조와 

복제 DNA와 유전과의 관계, 돌연변이 유발의 

분자적 설명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BIO302 동물생리학 및 실험  

Animal Physiology & Lab.

동물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 

즉 생명유지를 위한 조절작용을 습득한다. 막

현상과 관련되는 근육 및 신경생리, 삼투압조

절과 호흡 순환 배설에 대한 생리를 강의하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해시킨

다.

BIO303 동물행동학  

Animal Behavior

동물의 행동을 진화와 유전학적으로 분석하고 

행동의 발달, 행동의 유형, 섭식행위 및 생식

행위의 생태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BIO304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방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 분석을 위하여 생물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분 분야를 탄생시켰다. 여기에는 유전정보

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이용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진다. 본 강좌에서는 대표적인 생명과학 데이

터베이스(NCBI 등)를 이용하여 논문 찾기, 

BLAST, 계통분류학적 분석, 염기서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습득과 이용 방법에 

대해 실습을 통해 탐구한다. 

BIO401 면역학  

Immunology

면역반응의 생물학적 및 생화학적 기작을 연

구하고 면역성의 중요성과 최근 면역학이 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언급한

다.  

BIO402 토양생물학  

Soil  Biology

생물생장에 미치는 토양의 역할, 양물의 순

환환경으로서의 토양과 생물의 관계, 주요한 

동물과 식물, 미생물 등의 생태학, 생화학적이

고 물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토양생물에 의한 각종 물질의 순환과 인간, 기

타 생물권에 미치는 효과와 향에 관하여 설

명한다.

BIO403 생물의학개론  

Medical  Biology

유전병 및 암의 발병기작, 진행 치료 등의 방

법 소개한다. 유전체와 단백질체 등을 이용한 

의학 연구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며, 유전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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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 생물학과 의학의 접목분야를 학습한다. 

BIO351 식물생리학 및 실험  

Plant Physiology & Lab.

식물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원리 : 식

물의 수분의 흡수 과정과 증산 작용의 원리와 

중요성, 광 에너지에 의한 광합성, 광합성 물

질의 이용, 식물의 생장발달에 미치는 조절물

질의 작용, 광주기에 의한 향들에 관하여 생

리적인 측면에서 강의하며 이들과 관련된 실

험을 하여 이해를 돕는다.

BIO352 진화생물학  

Evolutionary Biology

현대생물학에서 진화생물학이 차지하고 있는 

의의와 역사적 배경을 주지시키고 진화학설의 

현대적인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진화의 과학

적인 증거를 이해시킨다.

BIO353 균학  

Mycology

균류의 구조적, 유전적 특징과 생리, 생태학적

인 면을 토의하고 다른 생물들과의 상호관계

를 강의한다.

BIO354 발생학  

Developmental biology

발생과정은 생식세포 (난자 와 정자) 들이 만

나서 수정란을 이룬 후, 개체를 형성해 가는 

경이로운 생명현상이다. 동물발생은 생식세포

의 형성에서부터 수정란, 난할, 포배, 낭배 등

의 기관의 발달에 이르는 초기 분화 및 기관

과 장기 등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개체

를 완성시킨다. 동물발생학 분야에서는 수정

란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유전정보로부터 어떻

게 다양하게 분화된 세포와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 내는지를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리학적 방법을 통하여 메카니즘을 이해하도

록 한다.

BIO451 생물통계학  

Biostatistics

생물학 연구를 위하여 행한 실험과 조사의 결

과로 얻은 수치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분석하

여 유의한 해석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강

좌는 생물학도를 위한 기초통계학과 생물실험

의 계획과 그 응용법을 연습한다.

BIO452 생물물리학  

Biophysics

생물물리학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의 분야를 

폭넓게 다루어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 이들 학

문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즉 물질의 구조, 에너지 그리고 정보문제를 기

초로 하여 이것의 생물분자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을 추구하며, 열역학적 접근을 통해 생물학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생물체

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물리적 제재에 대한 반

응현상의 이해와 이들의 내부구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생물의 구조를 통한 biomechanics

의 이해를 돕는다. 한편 광생물물리학에 중점

을 둔 설명이 부가되며, 진화론의 기본문제들

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 

BIO453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생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생리적 반

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능력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 신경계의 신경세포들의 상

호작용이다. 신경생물학은 자극의 감지, 빛, 온

도, 소리, 중력, 냄새에 대한 반응과 감정, 기

억, 운동,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활동 등

에 관여하는 신경세포의 구조적이고 생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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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체계적인 법이론 및 판례의 학습과 다양한 방

법론의 교육을 통해 법학도로서 기본 사고체계

를 함양시킴과 동시에 이를 실생활에 활용 가

능하도록 하고, 모의재판과 교정시설 견학 등

의 임상법학교육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며, 복잡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윤리적 

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기본 6법을 세분화하여 법학이론을 심층적․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아울러 현실생활

과의 긴 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와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환경․유전공학․의료분

쟁․청소년 및 노인 복지 등 현대사회에서 새

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한다.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사

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등 전

문자격시험과 국가고시를 통해 전문 법조인 및 

고위 공무원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경찰․사회

복지 등 관련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며, 기업체 등에서도 합리

적인 사고와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중역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법학지식은 일반시민으로서 교양을 높이고 

질서 있는 사회생활과 행복한 삶의 향유를 위

해 필요하며, 특히 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생

활관계가 복잡・다양해질수록 법학지식의 常識

化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수행․정치활동․기업운  등 여러 분야에

서 법학지식을 요구함에 따라 전문적인 차원의 

법학연구의 필요성 또한 더욱더 요구된다. 따

라서 법학과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부합하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실정법의 해석방법론적 연구뿐만 아

니라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법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와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법조인양성제도와 연계성 유지에도 

노력하 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법 분야로서 

고도 산업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노동법, 

국제거래법, 사회보장법, 세법, 지적소유권법, 

환경법, 금융법 등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에 대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의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이를 현실 법학교육에 반 하기 위해서

도 노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1949년 정경학부 법학과가 처음 문을 연 이

래 1953년 법정대학 법학과로, 1988년 법과대

법학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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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으로 독립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법

학과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동국법학의 역사는 

헌정 이후 한국법학의 역사와 그 길을 같이 하

으며, 법조계는 물론 학계, 정치계, 경제계 

등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 무수한 지도적 인사

를 배출해 왔다.

  현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법고시, 행정고

시, 외무고시 등 국가고시시험을 준비하고 있

으며, 법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의 취

업의뢰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다. 또한 일부 졸

업생들은 대학원진학을 준비하여 법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등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진출가

능분야로는 공무원, 국공기업체, 금융계, 변호

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률상담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전공

학점

단수   78 학점 

복수   51 학점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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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전기

전기
LAW 101
LAW 102

법학입문
민법총칙Ⅰ 3 3

2 전기
전기

LAW 151
LAW 152

민법총칙Ⅱ
헌법Ⅰ 3 3

2

1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LAW 201
LAW 202
LAW 203
LAW 204
LAW 205
LAW 206
LAW 207

형법총론
물권법총론
헌법Ⅱ
채권법총론
서양법제사
미법

법철학

3 3

2

전필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LAW 251
LAW 252
LAW 253
LAW 254
LAW 255
LAW 256

형법각론
상법총론
행정법Ⅰ
물권법각론
채권법각론
헌법Ⅲ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LAW 301
LAW 302
LAW 303
LAW 304
LAW 305
LAW 306
LAW 307
LAW 308
LAW 309
LAW 310
LAW 311
LAW 401
LAW 402
LAW 403
LAW 404
LAW 405
LAW 406
LAW 407
LAW 408

형사소송법
회사법Ⅰ
행정법Ⅱ
민사소송법Ⅰ
가족법
헌법연습
국제법Ⅰ
노동법
형사정책
형법연습
국제협상법
한국법제사
국제사법
행정법연습
해상보험법
경제법
산업재산권법
금융법
개인정보법

3 3 어강의

전선 LAW 312 Junior Seminar 1 1

2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LAW 351
LAW 352
LAW 353
LAW 354
LAW 355
LAW 356
LAW 357
LAW 358
LAW 359
LAW 360
LAW 451
LAW 452
LAW 453
LAW 454
LAW 455
LAW 456
LAW 457
LAW 458
LAW 460
LAW 461

회사법Ⅱ
유가증권법
민법연습
행정법Ⅲ
형사소송법연습
국제법Ⅱ
민사소송법Ⅱ
국제법연습
노동법연습
법사회학
상법연습
국제거래법
사회보장법
세법
환경법
민사소송법연습
전자상거래에관한법
소비자법
저작권법
과학기술법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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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연 기 
민사법 / 노동법 민법총칙, 채권법, 주니어 세미나

동국대 법 / 동국대 법 / (독)괴팅겐대 법학박사

손    성
상법 경제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동국대 법 / 동국대 법 / 동국대 법학박사

이 상 
민사법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동국대 법 / 동국대 법 / (독)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

김 상 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미법

고려대 법  / (일)나고야대 법 / (일)나고야대 법학박사

변 종 필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고려대 법 / 고려대 법 / 고려대 법학박사

김 상 겸
헌법 법학입문, 헌법

동국대 법 / 동국대 법 / (독)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

최 봉 석
행정법 행정법, 환경법

고려대 법 / 고려대 법 / (독)하노버대 법학박사

박 병 식
형사법 / 경찰법 형법, 형사정책

동국대 법 / (일)메이지대 법 / (일)메이지대 법학박사

조 성 혜
사회법 법학입문, 노동법, 사회보장법

이화여대 법 / (독)본대 법 / (독)본대 법학박사

황 성 기
헌법 헌법

서울대 법 / 서울대 법 / 서울대 법학박사

김 태 명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성균관대 법 / 서울대 법 / 서울대 법학박사

최 창 렬
민사법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성균관대 법 / 성균관대 법 / 성균관대 법학박사

김 도 현
기초법 법학입문, 서양법제사 , 법사회학

서울대 법 / 서울대 법 / 서울대 법학박사

이 용 중
국제법 국제법, 국제협상법

경기대 문 / 서울대 행정 / (네)에라스무스대 법학박사



2007 Course Catalog 

206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법조인

법학입문, 

민법총칙1,2

헌법1, 형법1

물권법총론, 헌법2, 채권법총론, 형법각론, 상법총

론, 행정법1, 물권법각론, 채권법각론, 형사소송법, 

회사법1, 행정법2, 민사소송법1, 가족법, 회사법2, 

유가증권법

형사정책

행정공무원

법학입문

민법총칙1,2

헌법1, 행정법

헌법1, 2, 형법각론, 국제법1

행정법1, 2, 3, 민사소송법1 

행정학개론

정치학개론

경제학원론

회사법무

법학입문

민법총칙1,2

헌법1,상법총론

물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물권법각론, 채권법각론

회사법1, 2

민사소송법1, 노동법

유가증권법, 해상보험법, 경제법

경 학원론

전자상거래에관한법

국제통상비지니스입문

■ 사법시험반 장학생 선발시험 일정 및 시험일정

시  험  시  행  시  기
시험과목

 학  기 월

1학년 1학기 상담을 통해 계산고시학사 입실자격만 부여함

1학년 2학기
9 민법(총칙)

12 민법(총칙, 물권법), 헌법(총론)

2학년 1학기

3 민법(총칙, 물권법), 헌법(총론, 기본권)

5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헌법(총론, 기본권)

7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헌법(총론, 기본권), 형법(총론)

2학년 2학기, 3, 4 학년 3, 5, 7, 9, 12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헌법(총론, 기본권), 형법(총론)

※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복학시의 학년 및 학기를 기준으로 응시, 기타 문의사항은 2260-8685(계산고시학사)

이 희 정
행정법 행정법

서울대 법 / 서울대 법 / 서울대 법학박사

서 계 원
지적재산권법 법학입문,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서울대 법 / 서울대 법 / 서울대 법학박사

임 규 철
과학기술법 법학입문,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동국대 법 / (독)트리어대 법 / (독)트리어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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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KOR101 현대문학입문 

Introduction to Moder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향수에 필

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학의 본질과 

기능, 시․소설․희곡 등 주요 문학 장르의 

특징, 문학의 해석과 평가 등 문학 일반에 관

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LAW101 법학입문  

Introduction to Law

법의 정의와 이념, 법원, 법의 해석, 법의 분

류, 법률행위, 시효 등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

는 초보 법학도에게 법학의 기초이론 및 지

식을 익히도록 하여 공사법의 개별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게 한다.

LAW102 민법총칙Ⅰ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Ⅰ

민법총칙편이 민법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의

와 해석을 설명하고, 민법총칙 규정이 실제

의 생활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결능력을 

배양하여 주는데 본 강의의 목표가 있으며 

민법총칙의 전반부 부분을 강의한다.

LAW151 민법총칙Ⅱ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Ⅱ

민법총칙의 후반부인 법률행위에서 소멸시효

까지 강의한다.

LAW152 헌법Ⅰ  

Constitutional Law Ⅰ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정신 및 그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정신을 헌법학의 이론을 바탕으

로 연구한다. 특히 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

이 내포된 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구체

적 내용과 현 사회에서의 실체운 을 다루며 

학설상의 논점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LAW201 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형법 및 형법학의 기초이론과 사상을 다루고 

범죄의 성립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과 범죄의 

미수․공범에 관한 이론 및 현행법의 해석, 

판례의 평석, 죄수론과 형벌에 관한 이론 및 

현행법의 해석 등을 다룬다.

LAW202 물권법총론  

Introduction to the Law of Property

물권법총론은 물권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

이며 재산의 정태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소멸원인 중의 혼동, 

기본적 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내용

을 다룬다.

LAW203 헌법Ⅱ  

Constitutional Law Ⅱ

헌법의 기본원리를 터득한 후 국가통치기구

의 구조와 통치의 원리를 권력분립이라는 민

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연구한다. 이에 따

라 입법과 행정, 사법의 통치기구와 그 작용

을 비교검토하며 통치기구의 비교학적인 면

도 강의한다.

LAW204 채권법총론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법의 일반적인 법이론을 물권법의 특질

과 비교 검토하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및 그에 대한 구제방법, 채권자대위권과 채

권자취소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와 인수 등의 이론․판례를 정리 분석한

다.

LAW205 서양법제사  

European Legal History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의 근원을 밝히기 위하

여 서양법제의 생성 발전과정을 연구․검토

하고 그 수용과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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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06 미법  

Anglo-American Law

외국법 연구는 그 나라의 고유한 법 시스템

을 이해하는 한편, 그를 통하여 우리의 법제

도를 반성하고 그 ‘적용가능성’ 내지는 ‘도입

가능성’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

다. 따라서 본 강좌는 미국의 형사절차를 개

관함으로써 미법의 특성과 그 사법정의를 

논의하는 목적이 있다.

LAW207 법철학  

Philosophy of Law

인간과 법의 본질을 연구하고 이성과 실존에 

관한 이원론적 방법에서 역사적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법철학자들의 법사상을 소개하면서 

법이론을 연구하며 그리스 로마의 법사상과 

스콜라 철학, 자연법사상과 근․현대 법사상

을 소개한다.

LAW251 형법각론 

Criminal Law

형법총론을 기초로 하여 형법각칙에 규정하

고 있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을 해석법학적

으로 다루고 그의 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

구, 판례평석 등을 다룬다.

LAW252 상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의 개념, 특성 및 법원을 기초로 하여 기

업의 주체인 상인과 기업의 설비, 공시제도 

그리고 기업의 양도 등에 대해서 연구하며 

기업상의 거래활동에 특유한 법규인 상행위

에 대해서 강의한다.

LAW253 행정법Ⅰ  

Administrative LawⅠ

행정법은 행정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행정, 행정관계, 행정행

위, 행정벌, 행정구제 등의 이론을 다루며, 해

당하는 학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행정법의 일반이론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강의한다.

LAW254 물권법각론  

Law of Property

각론의 내용은 담보물권에 관한 부분으로 담

보물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효력, 순위 등에 관하여 연구하

고 담보물권의 유치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LAW255 채권법각론  

Law of Contracts and Torts

약정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성립과 그 효

력을 중심으로 계약유형에 따른 특수문제를 

정리 분석한다. 또한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

반원칙 및 개별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

함으로써 채권법각론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학설과 판례를 소개한다.

LAW256 헌법Ⅲ  

Constitutional Law Ⅲ

헌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제 헌법재판

소의 주요 결정례를 분석한다.

LAW301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s

형법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절차법으로 형사

범죄의 소송절차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이념

과 원리를 체계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본 법의 규정에 의한 논리적 해석

을 연구한다.

LAW302 회사법Ⅰ  

Corporation LawⅠ

회사법은 기업경 을 위한 조직에 관한 법으

로 회사에 관한 통칙규정과 회사의 종류에 

따른 규정을 통해 회사제도를 이해하도록 한

다.

LAW303 행정법Ⅱ  

Administrative Law Ⅱ

행정조직법과 질서, 급부, 규제, 재정, 군사행

정법 등의 이론과 학설, 판례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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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04 민사소송법Ⅰ  

Civil  Procedure Ⅰ

민사법원의 관할, 소송의 주체와 객체, 소송

행위, 소송과정, 소송당사자, 변론, 판결의 효

력, 지방법원 및 상소심의 소송절차 등을 다

루며, 강제집행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LAW305 가족법  

Family Law

친족법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 즉 혼인

과 이혼, 친자와 양자 및 친권, 후견, 부양관

계, 친족 및 호적, 상속의 원인 및 상속재산

의 배분 및 효과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LAW306 헌법연습  

Seminar in Constitutional Law

헌법학 이론 및 기본원칙에 따르는 구체적 

내용 및 실제적인 법이론을 고찰하고 특히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대립이 심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사례를 선정하여 강의

한다.

LAW307 국제법Ⅰ  

International Law Ⅰ

국제법의 법철학적인 배경과 그 이론을 연구

하여 국제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실제를 

고찰한다. 국제법의 역사성, 국제법과 국내법

의 관계, 국가와 정부의 승인, 국가의 권리의

무, 외교사절, 국가의 국제책임, 국가 역 등

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LAW308 노동법  

Labor Law

노동법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동법의 역

할과 사명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체계적

으로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사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노사협동관계를 유

지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노

동법의 입법․행정․사법의 각 분야에서 법

규범과 법현실의 긴장과 갈등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노동법학의 문제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둔다.

LAW309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의 의의와 중요성, 연구방법, 발전과

정과 현재의 동향 및 국제협력 조직 등에 관

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현상, 원인, 유형 예측 등의 결과를 탐

구한다.

LAW310 형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현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

로 형법이론을 응용시키는 기능적 방법을 연

구한다. 특히 법이론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을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해결시키는 법해석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LAW311 국제협상법  

International  Negotiation  Law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국제분쟁해결

을 위한 국가 간 교섭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

상 기술의 법적 측면을 분석하고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교섭 기법을 함양함과 아울

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 국제 협상 현장

에서 사용하는 법률 어 능력을 향상 시키

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한다.

LAW351 회사법Ⅱ  

Corporation Law Ⅱ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중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자금조달, 계산에 관하여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식회사제도 전체에 

관하여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적 소양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LAW352 유가증권법  

Law of Bill  and Checks

유가증권의 기초이론으로 유가증권의 개념, 

종류 및 속성을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서 진

보적이며,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어음․수표

에 대해 연구한다. 어음․수표에 관한 통칙

과 각론으로 나누어 유가증권의 특유한 이론

에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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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53 민법연습  

Seminar in Civil  Law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상속) 

등의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법

조문과 학설 판례의 실제 적용 방법을 이해

하도록 한다.

LAW354 행정법Ⅲ  

Administrative Law Ⅲ

행정법Ⅲ은 행정법Ⅰ(총론)과 행정법Ⅱ(각론)

를 이수한 학생을 상대로,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과 그에 

대한 응용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LAW355 형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자칫 

이론적인 면에 치중되기 쉬운 형사소송절차

에 관한 논의에 실무감각을 가미시킴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발

견이라는 양 이념이 실제의 형사소송절차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LAW356 국제법Ⅱ  

International Law Ⅱ

국제조직과 개인의 국제법상 보호, 국제경제

법, 조약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과 

국제안전보장체제를 연구하여 국제평화유지

의 체계적 구조를 파악하고 陸戰․海戰․空

戰 법규, 중립법규, 전쟁의 종료와 강화 등 

전쟁법의 내용을 다룬다.

LAW357 민사소송법Ⅱ  

Civil  Procedures Ⅱ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대륙법과 미법의 

법체계에 따라 강의함으로써 양법체계에 있

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

히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속하

고 있는 대륙법체계에 있어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LAW358 국제법연습  

Seminar in International Law

현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법 이론에 대한 현실적합성을 탐구하는 

과목 현실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구체척인 

국제법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함양시

키는데 목적을 둔다.

LAW359 노동법연습  

Seminar in Labor  Law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다룸으로써 법규정과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법과 현실간의 괴

리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수강생이 적극

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직접 조사 및 연구한 판례를 비판의식을 갖고 평

석하고 이를 토론하도록 한다.

LAW360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법체계 및 법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분석을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수행한다. 세  

부적으로는 법을 보는 사회학 패러다임의 이해, 법  

과 사회변동의 관계 이해, 분쟁해결의 제 양상과   

그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입법과정 및 입법사 연  

구, 법효과 분석, 법조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등을  

행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학적 방법론을 터득하고  

이를 법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전문법률  

가를 지향한다.

LAW401 한국법제사  

Korea Legislation History

현재 우리의 관습과 예절의 토대가 되고 있

는 전통사회의 법제(吏․戶․禮典)를 이해시

키며, 조선시대의 종합법전인 대전회통(경국

대전․속대전․대전통편 기타 포함)을 중심

으로 관련 논문 강의 및 사례를 연구한다.

LAW402 국제사법  

International Private Law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사법은 그 

명칭 때문에 국제법․민법․상법 등과 오해

되기도 하지만 이들과는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하지만 국제사법은 그 인접 역

으로 외인법, 국적법, 국제민사소송법이라는 

중요한 법 역을 가지고 있다. 본 강좌는 법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사법의 본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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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법으로써 국제사법의 기초이론강의를 통

하여 국제사법의 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데 있다.

LAW403 행정법연습  

Seminar in Administrative Law

질서행정에서 복리행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의 

작용과 이론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법

의 법적 특수성과 지도원리를 분석하고 행정

행위, 행정구제,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연구하며, 기존의 판

례를 이론과 함께 검토 분석한다.

LAW404 해상보험법  

Insurance and Marine Law

해상보험법은 해상법과 보험법으로 구분된

다. 해상법에서는 해상기업조직, 해상기업활

동, 해상기업위험, 해상기업금융을 연구하고 

보험법에서는 보험에 관한 총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과 각종 손해보험

과 인보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연구한다.

LAW405 경제법  

Law of Economics

20세기에 새로운 법 역으로 등장한 경제법

의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시키

고,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의 중요한 내용을 선

진외국법과 비교하면서 강의한다.

LAW406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산업재산권법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발명, 고안,  

디자인 등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에 의해서 생산  

된 것에 대한 권리 및 업표지에 대한 권리에 관  

한 제법규를 말하며, 이에는 기술보호법으로서 특  

허법, 실용신안법, 산업디자인 보호법으로서 디자 

인보호법, 업상 사용되는 각종의 표지에 대한   

보호법으로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포함된  

다.

LAW407 금융법  

Financial  Law

브레튼체제의 붕괴 이후 21기 새로운 학문

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금융 역을 법적 시각

에서 고찰한다.

LAW408 개인정보법  

Information Law

현대의 정보통신 발달의 결과로 인하여 정보공개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역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법학에서 가장 치

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인

정보법이라는 강좌를 통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

보보호법의 최신의 이론을 습득케함으로서 현대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사고방식을 함양하는데 주목

적이 있다.

LAW451 상법연습  

Seminar in Commercial  Law

상법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를 사례를 중

심으로 하여 내외국의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검토함으로써 법학도로서의 구체적 사건 해

결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양한다.

LAW452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경제의 주체, 외국기업 국제계약관계를 

국제법적인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다.

LAW453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이며, 국민의 사

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의 사회보장 입법사를 조망하며, 다른 한편

으로는 현행 사회보장법령과 이에 관련된 대

법원 판결을 분석․정리하여 국민의 사회보

장 수급권과 관련한 권리의식을 고무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자 한다.

LAW454 세법  

Tax Law

과세의 기준과 세부적․기술적 요령을 실무

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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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55 환경법  

Environmental Law

환경과 경제발전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상관관

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위상 조정에 있어서 법

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막

연한 통념을 넘어 환경법의 개념과 이념을 분

명히 인식시킨다.

LAW456 민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ivil  Procedures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분석․검토하고 소의 제기로부

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실제로 진행

되는 재판과정을 인식시킴으로써, 절차법으로

서 민사소송법의 실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가 가능하도록 한다.

LAW457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Law on th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전자화폐의 개발 및 사용, 전자적 정보교환 

및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특

히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상에서 일어나는 법

률문제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사례 및 법적용문제 등을 연구한다.

LAW458 소비자법  

Consumer Law

소비자보호 기본법과 소비자 관련 법규를 소

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관련 

법규와 연결된 각종 규제 및 집단소송법을 이

해하여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한다. 제조물 

책임법의 발생배경과 각국의 제조물 책임법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기업의 차원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된 강좌이다.

LAW460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저작권의 의의, 성질, 보호대상, 저작자의 권  

리, 출판권, 저작자의 보호제한, 저작권에 관  

한 구제절차와 수단,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등을 관련판례와 함께 종합적으  

로 살펴본다. 특히, 과거와 다른 환경속에서  

적극적으로 창작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시

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

LAW461 과학기술법  

Law of Science & Technology

현대의 과학기술 분야는 단순하게 과학자들만의 논

의의 대상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러한 과학기술은 

법학에 지대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법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응할 필요

가 있다. 과학기술은 진리발견과 인간의 이로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의 강좌개설을 통해 현대 과

학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법학적 관

점에서 재조명하여 과학기술과 법학의 연결점을 찾

아보고자 한다.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경제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학전공

  북한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

경찰행정학과

광고홍보학전공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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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본 전공은 현대사회의 정치와 외교를 경험적

으로 설명하거나 규범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과 사상, 연구 및 분석방법들 그리고 필수

적인 문헌들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외교

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 체득과 

연구능력 배양을 일차적 교육목표로 삼고 있

다.

  이러한 지식과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21세기 

현대사회에 보다 나은 정치와 사회발전을 실천

적으로 주도해 가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지식

인의 양성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21세기 현대사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계화, 민주화, 분권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

하고 새로운 정치관과 민주적 사고를 지닌 합

리적 인간형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전

공이 배출하는 인력은 전반적인 정치현상을 정

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며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갖추어 조직과 단체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본 전공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그 문제

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소양 그리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양

한 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내용 총괄

  현대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서 본 전공은 정치·사회에 대

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공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이론,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 5개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정치이론분야에서는 근·현대의 다양한 정치

학의 이론을 연구·분석하여 다양한 정치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

기 위한 교육내용을 운용하고 있다. 

  정치사상분야에서는 근·현대 동서양의 정치

사상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사회

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상적·철학적 관점

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정치분야는 다양한 정치체제와 정치과정

을 체계적으로 분석·비교하여 현대 정치·사회

의 복잡한 현상들의 정확한 인식과 대책을 도

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설치하고 있다. 

  국제정치분야는 국제관계와 세계정치의 본질

적 성격과 각국의 구체적인 대외정책의 전개과

정을 이론적·역사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국제사

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 변화에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다. 

  한국정치분야에서는 한국의 정치사, 정치체

정치외교학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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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한국사회에 맞는 이론적·실천적 대안들을 모색

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정치외교학은 정치 이론 및 사상(철학), 비교

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정치경제 등이 분야

로 대별되고 있는데, 최근 조류는 각 분야 간 

또는 학문 간의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분야별 경계나 학문

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민주정치의 발전, 보다 

높은 삶의 질 실현, 세계의 안전과 평화 정착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권 

민족 여성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

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정치외교학 전공자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통

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정치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가고시 등을 통

하여 전문 외교관 또는 행정공무원 등으로 진

출이 가능하다.

  또한 교수 또는 전문연구자 등 학문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정부부처의 정책실무자, 중

앙 및 지방정치인의 보좌진, 방송 및 언론매체 

기자, 정치 및 시사 비평가, 선거기획 및 정치

홍보 담당자, 리더십을 갖춘 대기업의 중견 간

부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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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POL 101 한국정치사 3 3

2 POL 151 서양외교사 3 3

2

1

POL 201

POL 202

POL 203

정치과정론

정부형태론

외교정책론

3 3

사이버강의

2

POL 251

POL 252

POL 253

비교정치론

국제기구론

현대정치론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POL 301

POL 302

POL 303

POL 401

POL 402

POL 403

정치학방법론

한국정치론

구미민주정치론

정치철학

서양정치사상

세계정치이론

3 3

2

POL 351

POL 352

POL353

POL 451

POL 452

POL 453

동양정치사상

현대정치사상

한국외교사

주변국정치론

선거정치론

서강독

3 3

■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용 길
국제정치 정치철학, 국제기구론, 외교정책론

동국대 행정 / 동국대 정치 / Heidelberg대 정치학 박사

황 태 연
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서양정치사상, 정부형태론

서울대 외교 / 서울대 외교 / J.W.Goethe대 정치학 박사

박 명 호
비교정치 비교정치론, 선거정치론, 정치학방법론

동국대 정치 / Wisconsin-Milwakee대 정치 / Michigan주립대 정치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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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정치외교학의 학문 역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전공이수시 보다 신중한 사려와 태도가 

요청된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학업지도교수를 비롯한 대학원생, 학과 선배들과 학문의 

범주와 세부 역, 연구과제, 최근 연구동향, 이수과목의 선후문제 등에 관한 보다 많은 대화와 상담이 필요하다. 

  정치외교학의 세부분야는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 한국정치, 정치경제학, 국제정치(국제정치경제, 외교정책), 

비교정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이수를 위해서는 우선 1학년 과정의 지정공통과목인 정치학개론

과 기초교육과목에 해당하는 한국정치사와 서양외교사 등을 통해 정치․외교적 역사를 이수, 이를 토대로 2학

년 전공기초과목과 3, 4학년 각 세부전공을 단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초공통과목 (전공기초/핵심교양)

정치학개론 /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기초특화과목 (일반교양)

한국정치의 이해
국제정세와변화와한국

한국정치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이론 정치사상

전공
기초 한국정치사

서양외교사

국제기구론

외교정책론

정치과정론

비교정치론

현대정치론

정부형태론

전공
심화

한국정치론

한국외교사

세계정치이론 선거정치론

주변국정치론

서강독

정치학방법론

구미민주정치론

현대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서양정치사상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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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기자

방송인

정치․시사비평가

선거기획 및

정치홍보 담당자

한국정치사

정치과정론

현대정치론

비교정치론

정부형태론

외교정책론

한국정치론

세계정치이론

정치철학

서양정치사상

구미민주정치론

현대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선거정치론

주변국정치론

방송제작입문

저널리즘론

매스컴사회학

사회변동론

신문보도편집론

정치커뮤니케이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전문위원

정치인 보좌관

행정관료

정부부처 정책실무자

한국정치사

서양외교사

정치과정론

현대정치론

비교정치론

정부형태론

한국정치론

세계정치이론

정치철학

서양정치사상

구미민주정치론

현대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선거정치론

주변국정치론

정치학방법론

정책분석

정책학개론

헌법

행정법

정책형성론

인사행정론

한국행정론

지방행정론

복지행정론

정책평가론

외교관

서양외교사

현대정치론

국제기구론

외교정책론

비교정치론

정부형태론

한국정치론

세계정치이론

서양정치사상

구미민주정치론

현대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주변국정치론

한국외교사

서강독

정치학방법론

헌법

국제법

통일학입문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세계화와 로벌경제

국제지역학개론

국제정치경제의이해

국제분쟁과 협력

국제현안의 인식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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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OL101 한국정치사  

Korean Political  History

한국정치사의 연구방법론, 정치이념, 정치권

력관계, 국가구조, 정치제도와 운  등을 고

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함으

로써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POL151 서양외교사  

History of Western Foreign Policy

서양에서의 열강의 대립, 제휴, 전쟁 및 동맹

의 제과정을 형성해 온 요소들을 역사적 사

실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한다.

POL201 정치과정론  

Theory of Political  Process

본 강좌는 정치사회적 여러 집단 내지 여러 

세력이 정책형성과 집행에 미치는 여러 가지 

정치 기능과 역할의 관계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 

선거, 이익집단, 여론, 선전 등에 관한 일반이

론을 습득하게 하여 정치현실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돕는다.

POL202 정부형태론 

Theory of Government System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다

양한 정부형태를 분석하고 세계 각 국의 정

부형태를 검토한다.

POL203 외교정책론  

Theory of Foreign Policy

외교의 본질, 의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외교정책 수립과정, 집

행 등의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세계 주요 강

대국과 약소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POL251 비교정치론  

Comparative Politics

비교정치학의 기본이론 및 방법론, 그리고 

정치문화와 사회화, 충원, 참여, 커뮤니케이

션, 정치과정, 정치변동, 정치체계, 정치발전 

등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상이한 정치체계

들 간의 정치적 구조 및 과정을 비교분석하

고 동시에 지역연구의 기본바탕을 제공한다. 

POL252 국제기구론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적 조직과 지역적 조직 등의 기원, 발전, 

구조, 기능, 성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및 국제협력, 갈

등해소 등을 위해 국제정치가 제도화되는 원

리와 국제기구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등을 규명한다.

POL253 현대정치론  

Contemporary Politics

고대․중세 및 근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정치의 구조, 기능, 성격, 과정과 개

념을 실증적인 기초위에서 고찰하고, 최근 

정치현상의 분석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의 규

범이론과 경험이론을 설명함과 동시에 최근

의 정치이론도 소개한다.

POL301 정치학방법론  

Methods and Approaches in Political

Science

정치학의 성격,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정치학

의 가능성,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이론을 고전에서부터 현대적 

이론에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특히 방법론

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 및 극복책을 

발전사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다.

POL302 한국정치론  

Korean Politics

1945년 해방 이후 오늘까지 한국정치를 체계

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치문화, 정

부형태, 정치과정, 정치발전, 통일문제, 안보 

및 대외관계 등 각 측면에서 한국 정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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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정리한다.

POL303 구미민주정치론 

Democracy in  Europe and USA

근대 이후 구미 각국의 정치체제, 제도, 정치

권력 등을 중심으로 구미정치의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구미정치의 현실

을 이해한다.

POL351 동양정치사상  

Asian Political Thoughts

동양의 정치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정치 

일반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양자

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POL352 현대정치사상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의 이데올로기를 고찰함으

로써 그에 대한 수용 내지는 비판과 극복능

력을 배양하며, 최근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현대 사회비판이론,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

이념 등 최신 정치사상를 소개한다. 본 강좌

에서는 홉스, 파슨스, 베버, 한나 아렌트, 하

버마스, 삐에르 부르디외,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과 서유럽의 21세기 현대적 좌파사상인 

'제3의 길'/'신중도'의 정치사상을 학습한다. 

POL353 한국외교사  

History of Korean Diplomacy

한국과 중국 및 일본간의 외교적 관계의 내

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후 근대 국

제사회에 등장한 한국이 국제적 격동기에서 

전개한 대외관계의 내용과 변천과정을 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POL401 정치철학  

Philosophy of Politics

정치를 단순히 그 나타난 현상 뿐만아니라, 

그 궁극적 원리에까지 소급하여 연구함으로

써 참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다. 또한 현대 정치철학의 중심문제가 무엇

인가를 뽑아내어 그의 실천방법 또는 문제점

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POL402 서양정치사상  

Western Political  Thoughts

근대 서양정치사상의 흐름을 중요한 정치사

상가의 학설을 통해 분석․연구한다.

POL403 세계정치이론  

Theory of World Politics

본 강좌는 새로운 세기에는 낡은 개념이 되

어버린 ‘국제정치’를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다

양한 행위주체가 활동하고 있는 범세계적 관

계망 속에 놓인 ‘세계정치’를 소개하고, 지구

화, 세계적 레짐 등 세계정치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POL451 주변국정치론  

Politics of Neighbor Countries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고 등 

주변국가의 정치구조와 동향을 역사적 접근

과 이론적 접근을 결합한 균형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POL 452 선거정치론  

Electral  Politics

투표행태, 특정 투표행태가 나타나는 요인분

석, 투표결과의 장기적 향에 대한 구조적 

특징 및 통계적 분석 등을 배운다. 특정 선거

제도를 만드는 정치적 요인과 선거제도의 차

이가 만들어내는 상이한 결과들을 분석한다.

POL 453 서강독  

English Readings in Political  Science

정치외교학에 관련된 어 원서의 독서 능력

을 높임으로써, 전공에 보다 폭넓고 심도 있

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

적을 둔다. 이를 위해 어 원서의 단순 번역

에 그치지 않고 원서의 내용과 전문용어를 

습득 이해하여, 정치외교학에 체계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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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경제학은 경제행위의 주체인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자원이 희소하다는 제약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또한 그러한 선택이 사회의 자원

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주된 연구과제로 하여 

경제현상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써, 

경제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이를 현실경제에 응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경제학

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 중 가장 기초적이고 

체계화된 분야로서, 주어진 제약 하에서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의 모든 행위가 기본적으로 제약 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학은 인

간생활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습득하

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학은 인

접한 분야인 경 이나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나 

법․제도 등 사회현상의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

용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 

체계를 습득하면 경제현상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자기 분야의 연구에 유용한 분석시

각을 경제학에서 얻을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경제학은 그 적용분야가 광범위하므로 경제

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분야에서도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과 능력

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다. 경

제학의 특성상 졸업 후 진로는 특정분야에 한

정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다. 금

융계, 산업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계, 각종 

전문직 등 여러 분야에서 취업기회가 많다. 특

히, 경제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의 경

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이해함으로

써 자신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경제학과는 1947년 정경대학 경제학부로 시작

한 이래 지금까지 정부, 정당, 대학, 연구소 등

을 비롯하여 주요 대기업 및 금융권과 같은 사

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경제학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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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ECO 201

ECO 202

ECO 203

ECO 204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3 3

미시경제학(국제통상)

2

ECO 203

ECO 204

ECO 251

ECO 252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ECO 301

ECO 302

ECO 303

ECO 304

ECO 401

ECO 402

ECO 403

ECO 404

경제사

재정학

국제경제론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정보경제학

금융경제학

경제학강독

3 3

국제무역론(국제통상)

2

ECO 351

ECO 352

ECO 353

ECO 354

ECO 451

ECO 452

ECO 453

ECO 454

국제금융론

경제학설사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

한국경제사

법경제학

인적자본론

경제발전론

3 3

국제금융론(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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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강 삼 모
화폐금융론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California(L.A)대 경제학 박사

김 관 호
국제무역학 미시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학사 / Columbia대 경제학 석사 / Columbia대 경제학 박사

김 낙 년
경제학(경제사) 경제사, 한국경제사

서울대 경제학 학사 / 동경대 경제학 석사 / 동경대 경제학 박사

김 종 일
거시경제학(경제발전론) 경제학강독, 경제발전론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Stanford대 경제학 박사

박 강 식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전남대 농업경제학 학사 / Hawaii대 경제학 석사 / Hawaii대 경제학 박사

배   형
미시경제학 (고급)미시경제학

성균관대 무역학 학사 /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석사 /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박사

송 병 호
거시경제학(경제성장이론) (고급)거시경제학, 경제수학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학사 / Chicago대 수학 석사 / Chicago대 경제학 박사

송 일 호
노동경제학 노동경제학, 인적자본론

동국대 경제학 학사 / Colorado대 경제학 석사 / Texas Tech대 경제학 박사

안 형 택
계량경제학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학사 /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석사 /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박사

이 경 원
산업조직론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박사

이 성 량
국제경제학 세계금융시장, 세계경제세미나

Berkeley대 경제학 학사 / Columbia대 경제학 석사 / Columbia대 경제학 박사

이  환
미시경제학, 정보경제학 미시경제학, 정보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Pennsylvania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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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교수 등 

학술연구중심 

전문가 양성

(이론)

경제원론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보경제학

노동경제학

인적자본론

계량경제학

미 적 분 학

선형대수학

수리통계학

언론 기자 및 

연구원 등

실용연구중심 

전문가 양성

(통합)

경제원론

경제통계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재정학

경제사

경제발전론

경제학설사

재정정책론

저널리즘론

금융및무역 등

사업 분야 

진출 실무중심

전문가 양성

(통합)

경제원론

경제통계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금융경제학

국제금융론

국제경제학

경제학강독

국제무역론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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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CO201 경제수학  

Mathematics for Economists 

수학적 방법을 원용하는 현대경제학의 조류

에 따라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필요

한 선형대수, 미적분, 최적화 이론 등을 강의

하여 경제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ECO202 경제통계학  

Economic Statistics 

계량경제학과 불확실성 및 정보경제학을 학

습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통계학을 강의한다. 

ECO203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국민소득 결정론, 물가론, 고용 이론, 이자율 

결정론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운 체제를 고찰하며, 국민경제

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강의한다.

ECO204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각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와 기업의 행태를 최

적화의 개념 아래서 고찰하고 다양한 시장조

직하에서 어떻게 시장균형이 성립하게 되는

가를 논의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작용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개념과 분석방법

을 이해하도록 한다.

ECO251 고급미시경제학  

Advanced Microeconomics 

이 강좌는 미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

으로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응용하여 미

시경제학의 주요토픽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

고 미시경제학의 최근 이론적 발전을 소개한

다.

ECO252 고급거시경제학  

Advanced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

비․투자․화폐수요․국제금융 등의 거시경

제학의 개별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ECO301 경제사  

Economic Histor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위한 

경제생활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경제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가를 이해시킨다. 

강의는 서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시대별로 

경제제도와 경제발전과의 관련, 나아가 경제

제도 자체의 변천과정 및 그것을 규정한 요

인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ECO302 재정학  

Public Finance

국가재정은 국민경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

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재정지출과 조세

제도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를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살핀다. 특히 시

장기구의 창달을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공공재의 공급방법과 공급주체의 행동원

리, 외부효과와 정보실패 및 불완비시장의 

문제, 그리고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소

득세, 소비세 및 재산세 등 주요세목을 과세

표준과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ECO303 국제경제론  

International Economics

재화 용역 및 생산요소의 국가간 무역 또는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방향 및 규모, 교

역되는 상품과 요소의 가격결정체계, 관세와 

비관세 정책, 그리고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

을 강의한다.

ECO304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미시경제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으

로 임금 및 노동시장의 구조, 노사관계 등을 

다루고 또한 실증적으로 노동의 수급과 관련

된 제 문제를 실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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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높인다. 

ECO351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외환시장과 국제신용시장, 특히 금융선물의 

구조와 자금의 거래체계 및 환율의 결정과정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국제재무관리 기법을 

터득하고, 환율과 국제수지, 그리고 통화와 

산출, 고용 및 인플레이션간의 인과관계를 

강의한다.

ECO352 경제학설사  

Economic Thoughts

중상주의로부터 고전학파, 사회주의 그리고 

신고전경제학파에 이르는 각 학설의 흐름과 

사상체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들 

학설의 태동배경, 사상적 기초 그리고  정책

을 살핀다. 아울러 이들 학설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시사하는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한

다. 

ECO353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금융수단 및 금융중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을 고찰하고 화폐수요와 공급, 이자

율체계와 관한 기본개념과 이론을 고찰하고 

나아가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및 학파별 경제

안정화정책을 금융이론과 연관적으로 연구한

다. 

ECO354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이 강좌는 경제통계학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경제모형을 계량적으로 추정, 검

증 및 예측하는 접근방법을 강의한다. 먼저 

통계학에서 다룬 단순회귀분석에 대한 이해

를 기초로 하여 회귀모형의 제문제와 해결

책, 일반화 최소자승법, 표면상 무관회귀모형 

및 연립방정식 모형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다루고, 특히 사례연구 및 실증분석 연구를 

통한 응용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둔다. 

ECO401 산업조직론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독과점 구조 

하에서 경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장구조, 기업행동, 시장성간에 인과관계를 

점증적 입증을 통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연

구한다. 특히, 기업의 성과가 국제경제에 어

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ECO402 정보경제학  

Economics of Information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주체들은 끊

임없이 보다 많은 정보를 추구한다. 여기서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정보의 내용 및 정보

의 비대칭성 등은 개인의 후생수준과 사회의 

후생수준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정보경제

학은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

장 균형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방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CO403 금융경제학  

Financial  Economics

기존의 미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이해와 금융상

품인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가격결

정이론 등을 강의한다. 본 강의의 주요내용

은 금융시장의 분류,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

과정,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이론, 금융시장의 

실증분석 등이다.

ECO404 경제학강독  

Reading Economics

경제학 고전을 비롯한 경제학 관련 주요 저

작을 읽고 토론함으로서 경제학의 주요한 논

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

하게 한다. 강의는 강독과 토론을 주로 하고 

주요 논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나 말로서 피력하게 함으로서 의사개진 

능력을 배양한다.

ECO451 한국경제사  

Economic History of Korea 

조선후기부터 개항과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 

후 고도성장에 이르는 근대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을 제도변화와 경제발전의 관련을 중심

으로 고찰한다. 근대 이후 한국경제가 안고 

있었던 역사적 과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현재

의 한국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

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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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452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법 또는 제도와 사회 및 경제와의 관계를 조

명한 후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

를 위한 법의 역할을 규명하는 Coase정리를 

소개한다. 또한, 민법(재산권법률, 계약법, 불

법행위법)과 형법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재산권 충돌시의 재산권 보호원칙, 계약위반

시의 구제방법,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

수준의 유도방법, 범죄억제정책 등을 다룬다.

ECO453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 훈

련 등에 필요한 투자선택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이동이나 보건경

제학, 교육투자의 수익률 분석, 소득의 인적 

분배에 대한 분석

ECO454 경제발전론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선진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역사적, 이론적 관

점에서 살펴보고 기술혁신을 비롯한 경제발전

의 제 요인을 다양하게 논의한다. 또한 선진

국의 경험에 비추어 후진국 경제발전의 제 문

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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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응용)

  행정학은 그의 기본적 이념들인 민주성․능

률성․합리성․효과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국민의 복리증진과 공

공업무 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문이다. 특

히 이론중심의 협소한 전문성을 뛰어넘어 종합

학문으로서, 실천학문으로서, 그리고 변화관리

학문으로서의 포괄적 전문성을 지향한다. 따라

서 행정학과는 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행정현상을 규명

할 수 있는 탐구방법을 학습케 하여, 사회현상

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합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기본목표로 한

다.

  1. 전공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행정학과의 전공과목은 창의적 기획관리능

력,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능동적 변화대응능

력, 견실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내양성에 

유용한 학문과정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

라서 전공이수를 위해 먼저 기초과목인 행정학

개론과 정책학개론을 수강하며 그 다음으로 전

공심화 과목인 각론 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

다.

  2. 행정학 전공자의 능력 및 소양

  행정학 전공자는 (1) 조직의 공동목표를 중

시하는 태도함양, (2) 행정부 및 공공기관에의 

적응능력, (3) 포괄적 관리인으로서의 통합조정

능력, (4) 실용적, 실무적 교육을 통한 변화관

리능력, (5) 전문관료 또는 기업인으로서의 리

더십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논리

적 사고와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에서 중요시하

고 있는 기획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미래에 관

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 국가는 국제화·정보화·지방화를 표방하

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기업, 지역사회개발

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행정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광범위해지면서 공

공행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학과는 인사·재무·조직·기획과 정

책분야에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하

고 있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행정능력과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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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컴퓨터교육 프로

그램들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정부기관 외에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과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행정학 전공자의 진로는 국가정부기관은 물

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먼저, 국가

고시를 거쳐 행정관료로서 기획․관리․예산․

인사․공공정책 등 국가 모든 행정분야의 진출

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 등의 정부투자기

관․금융기관․언론기관 등은 물론 일반기업체

에 진출하여 조사분석 업무, 총무 및 인사관리 

업무, 재정 및 회계업무, 복지 및 환경관련업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능력 발휘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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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PUB 101 정책학개론 3 3

2 PUB 151 행정학의 이해 3 3

2

1
PUB 201

PUB 202

조직관리론

행정조사론
3 3

2

PUB 251

PUB 252

PUB 253

PUB 254

행정철학

정책형성론

인사행정론

기획론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PUB 301

PUB 302

PUB 303

PUB 304

PUB 305

PUB 401

PUB 402

PUB 403

PUB 404

관료제론

재무행정

재정정책론

행정정보체계론

행정개혁론

한국행정론

공기업론

행정이론

정책분석

3 3

2

PUB 351

PUB 352

PUB 353

PUB 354

PUB 451

PUB 452

PUB 453

비교행정론

지방행정론

복지행정론

행정계량분석

정책사례연구

정책평가론

도시행정론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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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기 섭
정치학 재무행정, 지방행정론, 공기업론

동국대 행정 / 동국대 행정 / 동국대 행정학박사

김 보 현
행정학 행정조사론, 재정정책론, 행정계량분석, 정책사례연구

동국대 불교, California 주립대 정외 / Syracuse대 행정 / Southern California대 행정학박사

심 익 섭
행정학 행정학개론, 조직관리론, 복지행정론

동국대 행정 / Speyer대 행정 / Speyer대 행정학박사

이 형 우
정책학 인사행정론, 행정정보체계론, 정책분석, 정책평가론

동국대 법 / 서울대 행정, Syracuse대 행정 / Pennsylvania대 정책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공무원․공직

행정학개론

행정조사론

정책학개론

행정철학

한국행정론

행정이론

행정정보체계론

비교행정론

헌법Ⅰ,Ⅱ

행정법

공기업

행정학개론

정책형성론

인사행정론

조직관리론

관료제론

공기업론

재무행정

복지행정론

지방행정론

경제학

국제관계

재정학

산업조직론

사기업

행정학개론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

정책분석

재무정책론

행정계량분석

정책평가론

경 학개론

회계학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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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UB101 정책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정책학의 학문적 성

향 및 일반적인 원리를 고찰하고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학에 관한 기초

적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정책체계에 대한 

종합적 시각 및 접근방법을 습득하여 실제로 

정책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키는 토대를 형성한다.

PUB151 행정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이론에 관한 기초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

로 간단히 행정의 제범위를 설명하고 행정관

리 기초과정의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PUB201 조직관리론  

Organization and Management

본 강의는 행정학에서 조직관리론이 차지하

는 압도적인 비중을 감안하여 폭넓게 조직이

론과  행정관리에 관한 이론을 종합정리 한

다. 나아가 조직이론과 행정관리이론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전통적 이론과 함께 새로운 

이론의 정립 또한 중요한 바, 본 강의를 통하

여 현대조직관리의 새로운 관점들을 체계적

으로 학습하는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PUB202 행정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실무와 행정학 분야에 있어서 경험적 조

사연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

론들과 행정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방법 등

을 습득한다. 특히 행정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기본적 요소, 행정조

사방법의 형태와 과정, 문제형성, 가설, 실험, 

표본추출, 측정의 방법, 자료수집, 내용분석 

및 자료의 처리 등을 다룬다. 

PUB251 행정철학  

Administrative Philosophy

현대행정학의 패러다임, 원천, 기본적 맥락과 

근간, 이념 및 제도화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

를 강의하여 행정학에 관한 전공지식을 심화

시키고자 한다.

PUB252 정책형성론  

Policy Formation

정책형성 과정과 모형, 조직형태 등 정책결

정과 행정가에게 작용하는 환경과 향요인

을 분석하고 정책형성에서 선택된 문제들을 

다룬다.

PUB253 인사행정론  

Personnel Administration

현대 인사행정의 발전과 인사행정에 관한 개

념 및 일반이론을 학습하는 한편 한국 및 주

요국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의 제 특성을 이해

시킨다. 특히 인사제도의 유형, 직위분류제, 

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보수체계, 연

금, 사기, 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윤리, 공무원 

신분보장 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PUB254 기획론  

Planning

기획의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의 의의, 개념규정, 계획과정, 모형, 평가분석 

등을 검토한다.

PUB301 관료제론  

Public Bureaucracy

현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에 있어서 공통된 특

징인 관료제의 특징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

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관료

제와 정치, 경제, 사회발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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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302 재무행정  

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행정의 일반이론 특히 재무행정조직, 예

산의 개념, 기능, 원칙, 종류, 분류 그리고 정

부 회계, 구매조달, 지방재정 및 정부와 기업

의 관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재무행정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또한 예산의 편

성, 심의, 집행 및 결산 등 예산절차와 예산

과 재정정책과의 연계 등 특수문제를 다룬

다.

PUB303 재정정책론  

Fiscal Policy

재정정책의 기초개념 및 기초적 이론을 검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에 관해 이해한다. 특히 지방재정과 재정정

책의 정치적 측면에 관하여 논의한다.

PUB304 행정정보체계론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민간부문의 정보체계인 경 정보체계(MIS)와

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행정정보

체계(PMIS)에 관한 각종 이론을 살펴봄과 동

시에 공공부문이 갖는 특징과 관련하여 행정

정보체계가 나아갈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고찰한다.

PUB305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s

행정개혁이란 행정능력의 합리적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행정체제에 대

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체제의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PUB401 한국행정론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우리나라 행정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올바르

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

고 타국의 행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적

실성과 실용성이 높은 이론을 체계화한다.

PUB402 공기업론  

Government Enterprise

공기업의 발달배경 및 원인, 특징, 지도관리 

등의 이론을 검토하며 특히, 공기업이 국가

발전에 미친 향, 공기업의 조직, 인사, 재무

관리, 공기업의 통제 등과 이에 따르는 특정

문제들을 고찰하여 공기업의 발전방향을 모

색해본다. 

PUB403 행정이론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기존 행정학의 제이론 중 주요 논쟁테마들을 

선정하여 집중 연구, 분석, 토론함으로써 행

정학 연구의 총정리를 시도함과 동시에 그동

안 각론부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행정학 관련분야들을 종합정리함으로써 한국

행정의 현주소와 행정학의 미래를 조망해보

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PUB404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정책분석에 관한 각종의 이론을 이해하고, 

이성과 증거를 통하여 정책형성과 집행에 접

근할 수 있는 여러 분석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분석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며, 

정책분석의 활용능력을 함양한다.

PUB351 비교행정론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비교행정의 방법론과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관료제의 체계적 비교와 신생국 행정체제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과의 비교에 역점을 두어 한국 행정체제

의 특질을 이해시킨다. 비교행정에 관한 다

양한 시각과 경험적 사례의 분석능력을 습득

시킨다.

PUB352 지방행정론  

Local Administration

지방행정의 개념, 역사적 발전, 조직, 인사, 

기획, 중앙통제,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을 습

득하며 특히, 재정 기반이 약한 한국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운 과 관련된 정책과정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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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문제들을 

다룬다. 

PUB353 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 내지 공

공행정과 관련하여 최대의 이슈라고 할 수 있

는 사회복지의 문제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집중 분석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철학, 이념, 

내용을 바탕으로 갈수록 관심이 증대되고 있

는 복지문제의 행정적, 정책적 접근방법과 복

지국가의 미래상을 점검해 본다. 

PUB354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Methods for Administrative

행정학의 연구와 행정관리에 필요한 통계이론

의 이해와 그 응용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

다. 주요 내용은 표본과 표본의 분포, 구간추

정과 조작적 표본설계, 통계적 가설검증, 회귀

분석과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의 기초이론, 

Dummy변수와 분산분석 등이다.

PUB451 정책사례연구  

Case Study in Public Policy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과정과 관련하여 국내

외의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검토하여 

실제적 정책분석(Policy Analysis)에 대한 접근

방법, 이론모형 수립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학

의 이론들을 습득한다.

PUB452 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

의 이론과 기법 등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도

모한다. 특히, 정책평가의 기법을 이용하여 실

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연계

를 도모하여 한국 정책과정상의 평가와 관련

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PUB453 도시행정론  

Urban Administration

현대도시의 성장과 인구집중, 대도시 기능과 

행정구역문제, 수도권의 광 행정기구 등의 

제반문제를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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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및 응용)

  사회학은 집단과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은 인간 행

위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

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사회학적인 

사고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현상들을 새롭게 바

라보는 것이다. 또한 사회학적 방법은 새롭게 

인식된 인간행위와 사회현상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사

회학의 탐구 대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주변의 삶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이론, 방법론, 연구

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학생들이 사회학

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그 중요성과 응용가능

성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세부전공 역을 선

택하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능

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사회학은 기초학문지향

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과

학 자체가 사회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분석

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에 

‘응용분야’에 속한다.

<교육목표의 총괄 사항>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인간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본 사회학과는 학생들에

게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문제를 분석

할 때 사회학은 학문적인 정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업에서 학

생들은 다양한 방법론과 사회학 이론의 훈련을 

받으며, 이런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학적 

상상력과 통찰력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분

석하며, 분석의 결과를 과 말로 조리 있게 표

현한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 사회

를 다양한 각도에서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으

며 (2)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 

분류, 분석할 수 있으며 (3) 사회의 나아갈 방

향에 대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안

을 제시할 수 있으며 (4) 국제적인 안목과 지방

화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된다.

사회학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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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1. 기획과 조사분석 능력: 정계, 신문 및 방

송사, 조사기관, 광고, 출판문화업계 등에서 뛰

어난 시각과 조직력, 그리고 탁월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획, 조사, 분석 연구를 담당할 능

력.

  2. 정확한 정책개발 능력: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 여성, 청소년, 가족, 인구, 노인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

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

  3.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 국제

화, 전문화, 정보화, 고령화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사항>

  1. 종합적 현실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학 이론: 비판사회학, 사회학의 역사, 마르크스

‧베버‧뒤르켐, 현대사회학이론, 사회변동론 등.

  사회학은 발생 자체가 인간사회의 복잡한 현

실과 변동을 이해하고 위기상황에 질서를 부여

하기 위한 안목을 마련하고자 하 으며 끊임없

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항상 새로운 대답을 

마련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

된 사회학 이론들은 과거, 현재, 미래 사회의 

변화방향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 대한 심층적이

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2. 과제의 정확한 인식: 한국사회론, 정치사

회학, 문화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직업사회학, 

계급과 불평등, 종교사회학, 특수사회학 등.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이후에 요구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나 역에 대

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인식의 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틀이 마련되지 못하면 그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 한 분석 또한 불가능하

다. 위에 예시한 여러 사회학 전공 선택 과목

들의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은 해당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세련된 인식틀을 갖추게 된다.

  3.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사회학의 이

해,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사회조사실습, 상사회학 등.

  사회학적 질문들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

론과 세련된 인식틀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

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지침에 근

거한 체계적 자료수집과 과학적 분석은 필수적

이다.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다양

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은 체계적인 연구와 엄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과 수행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다.

  4.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한국사회론, 인구

와 가족, 사회정책, 고령화사회론 등.

  사회당면과제의 정확한 인식은 그 해결책의 

제시로 이어져야 한다. 위의 과목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5. 미래 예측과 대응: 정보사회론, 사회변동

론, 비교사회학, 고령화사회론 등.

  사회학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성격을 지닌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와 고령화현상

을 역사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사회변동론과 다

양한 국가와 지역간 비교연구를 강조하는 비교

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추이를 전망할 능

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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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사회학은 급변하는 사회와 이 과정에

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주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

다.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보사회

의 성격, 변동요인,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사회학

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정보사회론,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야기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는 노년사회학,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찾아

온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전

지구적 노력들을 탐색하는 환경사회학 등이 대

표적인 분야들이다. 이외에도 여성, NGO, 시민

사회, 여가와 관광 등이 사회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들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또

한 전통사회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틀에 위와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의 신생이론까지 접목시

켜 미시-거시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종합이론

을 도출해내고 한국적 자생이론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사회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첫째 사회에 대

한 총체적 인식과 종합적 현실파악을 가능케 

하며, 둘째 비판적인 문제 설정과 과제의 정확

한 인식과 분석 틀을 제공하며, 셋째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에 대한 역량을 기르

고, 넷째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대상, 폭넓

은 방법론과 시각을 익힌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사회진출 역 또한 다양하다.

  ①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사무관련직 

  ② 신문․방송 등의 언론 기관 : 기사와 프

로그램의 기획과 작성 

  ③ 학교․연구기관 : 전문연구직 

  ④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전문가 : 사회조사분

석사 (노동부 국가자격제도)

  ⑤ 노동전문가 : 직업상담, 노사문제의 실무 

담당 (노동부 국가자격제도)

  ⑥ 지역사회 전문가 : 지역 자치단체 및 시

민단체의 공공정책 입안 및 시행 

  ⑦ 범죄전문가 : 범죄와 일탈문제에 대한 분

석에 따른 방범정책 입안 및 시행 

  ⑧ 시민운동전문가 : 시민단체(NGO)의 운

과 정책방안 기획(환경, 여성 문제 포함)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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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동일 및 유사교과목

기초

교육

과목

1

1 SOC 101 사회학의 이해 3 3

2 SOC 151 정보사회론 3 3

2

1

SOC 201

SOC 202

SOC 203

SOC 204

사회과학방법론

정치사회학

인구와 가족

비판사회학

3

3

3

3

3

3

3

3

2

SOC 251

SOC 252

SOC 253

SOC 254

사회학의 역사

사회조사방법

문화사회학

한국사회론

3

3

3

3

3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SOC 301

SOC 302

SOC 303

SOC 304

SOC 401

SOC 402

SOC 403

마르크스․베버․뒤르켐

계급과 불평등

사회통계

사회변동론

현대사회학이론

직업사회학

상사회학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SOC 351

SOC 352

SOC 353

SOC 451

SOC 452

SOC 453

SOC 454

비교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사회정책

사회조사실습

종교사회학

고령화사회론

특수사회학

3

3

3

3

3

3

3

3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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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조  은

사회계층, 성과 가족, 문화사회학 계급과 불평등, 문화사회학, 상사회학, 여성학

서울대 문 / Hawaii대 신문 / Hawaii대 사회학박사

양  진

사회학사, 사회학이론, 종교사회학
사회학의 역사, 마르크스․베버․뒤르켐,

현대사회학이론, 종교사회학

서울대 사회 / Chicago대 사회 / Chicago대 사회학박사

강 정 구

정치사회학, 비교사회학, 한국사회론 사회과학방법론, 한국사회론, 정치사회학, 비교사회학

서울대 사회 / Wisconsin-Madison대 사회 석박사과정 철학박사

김 정 석

노년사회학, 사회조사론, 사회통계분석 인구와 가족,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고령화사회론

서울대 사회 / South Carolina대 사회 / Michigan대 사회 철학박사

조 동 기

정보사회학, 조직사회학, 양적방법론 정보사회론, 사회변동론, 직업사회학, 사회조사실습

서울대 사회 / 서울대 사회 / Iowa대 사회학박사

김 익 기

인구학, 도시사회학, 환경‧사회문제론 사회학의 이해, 비판사회학, 사회정책, 특수사회학

서울대 사회 / South Carolina 사회 / Michigan(Ann Arbor)대 사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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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 고

여론조사전문가

정보사회론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

비판사회학

사회통계

사회조사실습

사회변동론

사회정책

사회조사분석사

정부행정직

한국사회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인구와 가족

사회통계

사회변동론

사회정책

고령화 사회론

노인복지분야

인구가족정책분야

통계청

방송, 언론

사회학의 이해

비판사회학

사회학의 역사 

마르크스․베버․ 뒤르켐

현대사회학이론

사회조사방법

한국사회론

문화사회학

상사회학

특수사회학

종교사회학

분야에 따라

기초 및 심화과목

다양함

(제시된 과목은 예시)

시민운동전문가

정치사회학

산업노동사회학

직업사회학

사회정책

학교연구기관의

연구전문직

계급과 불평등

비교사회학

특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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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SOC101 사회학의 이해 

Sociological Inquiry

본 과목은 사회학 전공자들을 위한 사회학 

강좌이다. 친숙한 현상들을 새롭게 바라본다

는 사회학적 관점의 핵심을 이해함으로써, 

인간행위와 상호작용, 문화와 집단, 불평등과 

차별, 사회구조와 제도, 사회변동 등의 쟁점

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의 배양을 추

구한다.

SOC151 정보사회론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ety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 

개인,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와 그 과

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사회학적으

로 분석한다. 정보사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

는 자아와 정체성, 신뢰와 사회적 관계, 사이

버 커뮤니티와 사이버문화, 일과 고용, 정보

격차, 정보통제와 전자감시 등의 문제를 탐

구한다.

SOC201 사회과학방법론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인간은 다양하고 인간들이 모여 구성하는 사

회도 다양하다. 또한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역사와 역사의 해석방

법도 다양하다. 인간과 사회의 역사․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라 할 때, 사

회과학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방대한 주제에 접근해 가는 것일까? 하

는 문제를 고전과 현대의 여러 학자들의 도

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다.

SOC202 정치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21세기를 맞아 안으로는 민족통일의 문제가, 

밖으로는 소수 민족문제가 첨예한 사회학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족, 민족주의, 민

족국가의 문제와 함께 기존의 정치사회학의 

관심사인 정치제도와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한다.

SOC203 인구와 가족 

Population and Family

인간사회의 기초는 인간이며 이들 인간이 모

여 인구를 구성한다. 따라서 인구의 양과 질

에 대한 이해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

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

해서는 사회성원 즉 인구의 재생산이 필요한

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장치가 가족이

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최근 인구와 가족

(예를 들어, 저출산과 이혼증가)에서 심대하

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강

좌는 인구와 가족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과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사회복지의 이해’ 선수권장>

SOC204 비판사회학 

Critical  Sociology

이 과목은 사회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

한 이해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탐

구를 시도한다. 계급불평등, 국가, 도시와 일

상생활, 가족과 성, 세계화 등과 같은 현대사

회의 주요 쟁점을 사회학적 시각으로 바라보

는 훈련을 통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인식

과 문화적인 비교를 통해 사회현상을 비판적

으로 바라본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구체적

인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용해 보는 과목이

다.

SOC251 사회학의 역사 

History of Sociology

사회학의 학문적 정립과 발전과정을 논의한

다. 국, 프랑스, 독일 등지의 대표적인 고전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요 저술과 

이론, 그들간의 공통관심사와 쟁점 등을 시

대별로 정리하고 현재의 학문적 위치를 조명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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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252 사회조사방법 

Social  Survey Research Method

사회조사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잡

힌 감각을 함양하고 사회조사를 하는데 요구

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이

는 연구질문, 가설설정, 표본추출, 측정도구작

성 등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이해한다. 또한 기존의 논문들에 대한 비판

적 독해를 통해 사회조사를 이용한 논문의 

쓰기 기초를 배운다.

SOC253 문화사회학 

Sociology of Culture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과 이론들을 소개

하고 사회와 문화의 관계를 조명한다. 문화

를 단지 의미의 상징에 국한하지 않고 기록

된 문화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어내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투쟁의 

장’으로서 문화를 접근한다. 지식, 종교, 과학, 

예술, 미디어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조직, 

계층 등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분석을 시도

한다. 

SOC254 한국사회론

Sociological Study on Korean Society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란 사회에 대한 이

해와 분석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접목하여 체

계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역사 구조적 요인

을 중시하여 우리의 일상적 생활과 접히 

관련된 사회현상들의 탐구에 주력한다. 

<‘한국사회의 이해’ 선수권장>

SOC301 마르크스․베버․ 뒤르켐

Classical  Sociological  Theory

현대사회학 이론의 형성, 발전에 가장 크게 

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삼대(三大) 고전

사회학자-마르크스와 베버 그리고 뒤르켐-의 

주요한 사회학적 사상을 엄 하면서도 포괄

적으로 분석하면서 고전 저작들의 현실적합

성과 유용성을 알아본다.

<‘사회학의 역사’ 선수권장>

SOC302 계급과 불평등 

Class and Inequality

불평등의 구조화와 계급에 대한 사회학적 이

론과 관점을 논의하고 불평등구조의 원인, 

결과, 유지의 기제와 한국사회 계급, 계층 구

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SOC303 사회통계 

Social  Statistics

사회적 사실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 사회통계

는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사회학에서 다루

는 모든 통계자료의 처리에 관하여 집중적으

로 실습한다.

<‘사회조사방법’ 선수권장>

SOC304 사회변동론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사회변동의 원인과 방향을 고전 사회학이론

과 현대사회학적 접근들의 입장에서 정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

나는 주요 사회변동의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들

을 논의한다.

SOC351 비교사회학 

Comparative Sociology

오늘날 ‘전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컬어지는 

사회변동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회

들을 미시적 수준이 아닌 거시적 수준에서, 

변수위주가 아닌 사례위주로 비교해 보면서 

사회학적 시야와 통찰력을 넓히는데 주력한

다.

SOC352 산업노동사회학

Sociology of Labor and Industries

한국사회의 산업과 노동 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

국 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

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사관계와 관련 사회제도의 형성과정을 분

석하고, 구체적인 산업 혹은 기업수준의 사

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과 노동현실에 대

한 구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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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353 사회정책 

Social  Policy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향력

은 지대하다. 사회정책은 기업, 조직체 및 개

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포괄한다. 본 강좌는 사회정책의 사

상적 기원과 실질적 배경, 발달과정, 현황과 

추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특

정 정책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

한다. 특히 복지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복지를 둘러싼 논쟁

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회복지의 이해’ 선수권장>

SOC401 현대사회학이론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기능론, 갈등론, 교환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 주요한 현대사회학 이론들을 각 학파와 

쟁점별로 연구함으로써, 사회의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틀을 

이해한다.

<‘마르크스․ 베버․뒤르켐’ 선수권장>

SOC402 직업사회학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현대사회에서의 일과 직업의 세계와 그 변화

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사회 및 세계경제에서 

변화되고 있는 일과 직업의 본질, 노동시장

의 특성과 변화 요인, 일과 직업의 변화에 따

른 사회적 결과 및 그 요인, 직업과 산업구조

의 변화와 전망 등을 분석하며, 일과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이 가지고 있

는 구조적인 차원과 사회적 삶에 미치는 

향에 대한 이해를 기른다.

SOC403 상사회학 

Visual Sociology

이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상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분석이 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상자료를 통해 

한국사회를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이해하

는 방법을 실습하는 것이다.  문자대신 상

물로 사회현상을 기록하고 문제화하는 법을 

배우며 사회적 쟁점의 상화와 사회적 쟁점

이 된 상물의 분석과 논의에 역점을 둔다.

* 실습

SOC451 사회조사실습 

Practices in Social Survey

한국사회의 구체적 이슈들을 선정하여 연구

설계에서 자료수집과 분석까지 실제적인 연

구경험을 쌓는다. 1) 기존의 사회학적 접근들

을 사용하여 이론적 가설들을 도출하고, 2)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적, 질적 방

법들을 사용하여 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학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 실습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선수권장>

SOC452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종교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향과 사회의 구

조와 변동이 종교에 미치는 향을 몇 가지 

주요 주제들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의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이

해를 시도한다.

<‘마르크스․베버․뒤르켐’,

‘현대사회학이론’ 선수권장>

SOC453 고령화사회론 

Sociology of Aging

개인들의 노령화과정은 보편적이나 인구집단

의 고령화현상은 인류역사상 최근의 일이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 가족, 사회

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인구

고령화의 원인, 전개과정, 향후 추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개인들의 노령화과정

이 주어진 사회환경 속에서 어떻게 차별적으

로 전개되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

<‘인구와 가족’, ‘사회정책’ 선수권장>

SOC454 특수사회학

Special Topics in Sociology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사회학내의 세부전공 

분류표에 의하면 약 40~50가지의 분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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뉜다. 그 중 우리 학과가 전공선택과목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강좌 수는 20여개 정도

이다. 이 과목에서는 나머지 20~30가지의 세

부전공들(예컨대 법, 경제, 환경, 의료, 군대, 

예술, 지식, 여가, 지역, 과학기술, 범죄사회학 

등을 들 수 있다) 중 개설당시의 시대적 학문

경향, 학생들의 요구, 이들을 수용해낼 수 있

는 전임교수 또는 시간강사의 담당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매학기마다 바뀌는 다양한 전공

강의를 제공하여 본 학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을 최대화한다.

*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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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북한학과는 1994년 3월 북한 및 통일 관련 전

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본 학과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수

행되어 온 북한연구를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체

계적으로 교육하고 또한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

북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교류협력 실무자 및 통일시대

에 대비한 통일 전문인력을 육성하려고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급속

한 진전은 북한 및 통일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

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본교 북한학과에서는  

현재 여러 관련학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

던 북한 관련 연구를 통합하여 학문적으로 체계

화하고 있으며, 북한연구자들이 전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고 있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

력 및 통일관련 전문(통일교육, 통일행정 등) 분

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학은 비단 통일 전까지의 남북·북미·동북

아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준비

와 함께 통일 이후 있을 여러 가지 행정·경제·

법·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북한학 전공자는 북한학 전반에 관한 전문지

식을 체득하고 민족통일에 대한 비젼을 갖춤으

로써 연구기관, 언론사, 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

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상 진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1999년 8월부터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서 통일관련 교육을 

담당할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북한 및 통일관련 정부부서, 전문 연구기

관, 언론기관 등에서 정책 실무자, 연구자, 

기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진출하

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북한학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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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동일 및  유사교과목

기초

교육

과목

1

1 NOR 101 북한학입문 3 3

2 NOR 151 통일학입문 3 3

2

1

NOR 201

NOR 202

NOR 203

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

북한정치론

통일환경론

3 3

2

NOR 251

NOR 252

NOR 253

NOR 254

북한의 사회와 문화

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북한경제론

북한의 사상체계

3 3

북한사회와문화(윤리문화)

전문

교육

과목

3, 4

1

NOR 301

NOR 302

NOR 303

NOR 304

NOR 401

NOR 402

NOR 403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

북한외교정책론

남북한 교류협력과 사회통합

북한연구방법론

북한의 언어와 생활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북한교육론

3 3

2

NOR 351

NOR 352

NOR 353

NOR 451

NOR 452

NOR 453

북한군사안보론

북한의 지리와 관광

북한의 문학과 예술

남북한체제비교론

분단국통일사례연구

동북아정치경제론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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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강 성 윤
북한정치 및 남북관계

통일환경론, 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분단국통일사례연구

동국대 행정 / 동국대 행정 / 동국대 정치학박사

고 유 환
북한정치 및 비교정치 북한정치론, 북한사상체계, 남북한체제비교론

동국대 정치외교 / 동국대 정치 / 동국대 정치학박사

박 순 성
북한경제 및 무역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북한경제론, 통일학 입문

서울대 경제 / Paris Ⅹ대 경제․사회철학  / Paris Ⅹ대 경제학박사

김 용 현
북한학 북한학 입문, 북한학 연구방법론, 동북아 정치경제론

동국대 정치외교학 / 동국대 정치 / 동국대 정치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신문 및 

방송 기자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북한정치론

북한의 사상체계

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남북한체제비교론

북한외교정책론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

북한군사안보론

북한의 언어와 생활

사회과학방법론

한국사회론

한국경제사

한국정치사

비교정치론

한국외교사

금융권 및 

일반

기업체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북한경제론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남북한교류협력과 사회통합 

북한의 지리와 관광

남북한체제비교론

분단국통일사례연구

한국행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

재정학

노동경제학

화페금융론

기타 대북 

관련

시민 단체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통일환경론

사회주의 이론과 체제

남북한체제비교론

분단국통일사례연구

북한교육론

북한의 언어와 생활

사회문제세미나

비교사회학

복지행정론

문화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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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NOR101 북한학입문  

Introduction to North  Korean Studies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교육, 지리, 역사 등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다룬 개괄적 입문과정으로 북한의 

실상과 북한학의 기초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NOR151 통일학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Unification

분단 이후 남북한간의 대화, 협상, 제의, 회

담 등을 주요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한 후 남

북한간의 교류협력과 관계개선 그리고 통일

방안을 모색해본다.

NOR201 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  

Historical Socialism :  Theory and

System

역사적 사회주의의 이념과 체제원리를 이론

과 현실 양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밝혀낸다. 

특히 현실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정과 유형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

나는 체제적 특성을 검토하며, 자본주의체제

와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NOR202 북한정치론

Politics of North Korea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정권성립과정, 정치이

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권력구조 및 정치

체계(주체의 도체계), 권력투쟁과 권력승

계, 정치권력과 경제개혁의 상관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본다.

NOR203 통일환경론  

Studies on External Environment of

Reunification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및 동북

아 지역에 깊은 이해를 갖는 국가들의 남북

한 통일 및 남북한 관계변화에 관련한 정책 

및 입장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최근 구체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등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NOR251 북한의 사회와 문화  

North Korea's Society and Culture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 나

타난 북한사회의 구조적 특징, 사회변동의 

추이, 집단주의의 가치정향, 가족문제, 보건

의료실태, 남녀평등문제, 사회계층구조, 저항

운동, 일탈행동 등을 사회분석의 제이론을 

원용하여 분석․이해한다. 

NOR252 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North 

Korean Leadership

북한사회의 지도적 핵심이며 유일지배 정당

인 조선로동당의 연혁, 당 강령 및 규약, 조

직, 당대회별 주요 정책 그리고 북한사회에

서의 도적 역할 등을 당역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이와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

심으로 한 북한지도자들의 항일무장투쟁경

력, 권력장악과 유지과정 및 권력투쟁, 후계

자론과 권력승계, 정치적 리더쉽의 스타일 

등을 연구한다.

NOR253 북한경제론  

Economy of North Korea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일반적 특징과 북

한의 주체적 경제관리이론을 살펴보고, 북한 

경제개발정책의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조

사․분석해본다.

NOR254 북한의 사상체계  

The Ideology of North Korea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구성체계, 주요내용, 이데올로기적 

기능, 유일지배체제와 후계체제 형성과정과 

주체사상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고, 맑스-

레닌주의와의 관계,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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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일성주의화, 그리고 김정일의 주체사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NOR301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  

Studies on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운 원리

를 살펴보고, 북한의 각종 법과 행정적 체계

가 헌법에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NOR302 북한외교정책론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명시적 대외정책 목

표와 정통성 확보, 안전보장, 경제발전, 국제

혁명역량 강화를 통한 통일여건 조성 등의 

잠재적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의 외교

적 노력을 대공산권, 대미․일 그리고 비동

맹 및 유엔외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탈

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수세적 적응외교의 본질을 알아본다.

NOR303 남북한 교류협력과 사회통합 

Inter-Korean Exchanges and Social

Cooperation

냉전종식 이후 남북한관계는 과거의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종교, 이산가족 등 여러 분야에서 교

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과정 및 교류협

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남북한관

계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며, 나아가 남북한

이 교류협력을 통해 내적 사회통합에 이르

게 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NOR304 북한 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서 기존에 대발된 사회주의체제에 관한 

연구방법인 전체주의 모델, 동원체제적 접근

법, 집단갈등 모델, 근대화 모델, 비교 공산

주의적 접근법 등의 북한연구에서의 적실성

을 검토하고, 내재적 접근법의 유용성과 한

계를 알아본다.

NOR351 북한군사안보론  

Studies on North Korea's Military and  

Security Policy

북한의 주체적 국방건설의 원칙, 군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의 4대군사노선, 분야별 군사

정책 및 전략, 그리고 북한핵개발과 군사력증

강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보에 미치는 

향, 남북한 군축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다.

NOR352 북한의 지리와 관광  

Geography and Tourism of North

Korea

북한의 자연환경을 위치, 면적, 지형지세, 지

질, 토양, 기후, 부존자원 등을 중심으로 살

펴본 후 주요 명승지의 실태를 알아본다. 그

리고 향후 북한이 개방을 추진할 경우를 대

비해서 북한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알아본다.

NOR353 북한의 문학과 예술  

Studies on North Korea's Arts and

Literature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당 선전선동의 주요

매체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김정일은 

60년대 말부터 당선전사업에 참여하 고 많

은 화와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본 과목에

서는 북한의 문학과 화예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NOR401 북한의 언어와 생활 

Studies on Language and Life of

North Korea

본 강좌는 남북한 간의 우리말 이질화 현상을 

비교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언어 통일과 표준화를 모색하려 한다. 이와 함

께 북한의 주민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남

북한 사회문화의 이질화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NOR402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남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물자교류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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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북한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

러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회

복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이 될 남북한 경

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강좌

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

황, 발전방향 및 남북경제통합의 과정․방안 

등을 검토한다.

NOR403 북한교육론  

Studies on Education in North Korea

북한에서는 교육을 인간개조사업, 사상혁명

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교육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하는 사상, 문화교양의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북한 당국이 

정치사회화와 사상교양교육을 체제유지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교육관, 교육제

도, 교육내용 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NOR451 남북한체제비교론  

Comparative Study on North and

South Korea's Political System

남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다른 체제

를 반세기 가깝게 운 하면서 체제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

사, 문화, 예술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제3세계의 발전모델로서 남

북한의 발전모델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분

석한다.

NOR452 분단국통일사례연구  

Case Studies on Re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

베트남, 독일, 예멘 등 분단국가들의 분단과 

통합과정을 사례별로 분석해보고 이들 국가

들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해본다. 

그리고 통합과정과 통합 이후 나타난 문제점

이 무엇이고 분단국 통일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

본다.

NOR453 동북아정치경제론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안보와 군축문제,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경제적 접

근을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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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언론학 및 사회과학 전반의 폭넓은 기초지

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하여 신문방송, 정보통

신, PR, 사회조사 분야의 다양한 직업부문에 

대응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수단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신문방송 전문

인력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언론수용자를 양성

하며 나아가 전공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장래

의 한국언론, 미디어산업,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 인재를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신문방송학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은 학문발전

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신문은 컴퓨터를 사용

하는 CTS제작방법과 전자신문체제를 도입하

고, 방송은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을 이용하

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VOD나 인터넷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

디어의 보급은 현대사회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다. 사회와 관련산업계의 신문방송학 전공 

졸업생들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으며 신문

방송학 전공 학생들의 예상진로도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신문기자 방송국 PD 출판편

집자 등 종래의 매스컴 분야 뿐 아니라 인터

넷, 정보통신산업, 광고홍보 대행사, 이벤트사 

등 정보산업․문화산업의 전문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전공은 전통적인 신

문방송학의 이론들을 교육하는 한편으로 인터

넷 등 새로운 미디어의 제작기술이나 수용형태

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고자 한다.

졸업 후 진로

○ 기초능력 : 언론계 및 정보․문화산업계 진

출 희망자 공통

  - 사회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 읽기와 쓰기 : 여러 매체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 <해당과목 : 학부

공통과목, 신문방송학전공의 개론과목 및 

매스컴문장연습>

○ 언론계 진출 희망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소양

신문방송학
Mass Communication &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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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보도능력 <해당과목 : 취재보도 관련 

전공과목>

  - 사회․언론현상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

력 <해당과목 : 언론학, 방송학, 정치컴 

관련과목> 

  - 신문 방송 출판의 편집, 편성, 제작의 실

무능력 <해당과목 :신문보도편집론, 방송

제작입문 등의 실습과목>

○ 정보․문화산업 진출 희망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소양

  - 정보사회 및 기술일반에 대한 이해<해당

과목 :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매스컴연구

방법론, 매스컴사회통계학 등>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실무능력 <해

당과목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특수미

디어론 등>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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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COS 101 신문방송학입문 3 3

2 COS 151 커뮤니케이션론 3 3

2

1

COS 201

COS 203

COS 204

COS 205

저널리즘론

매스컴문장연습

커뮤니케이션사

방송제작입문

3 3

2

COS 251

COS 252

COS 253

COS 254

매스컴이론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신문보도편집론

방송학개론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COS 301

COS 302

COS 303

COS 401

COS 402

COS 403

COS 404

COS 405

매스컴연구방법

특수미디어론

P․R론

미디어산업론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설득과 캠페인

조직커뮤니케이션

미디어심리학

3 3

2

COS 351

COS 352

COS 353

COS 451

COS 452

COS 453

COS 454

방송학연습

정치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사회통계학

인간커뮤니케이션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전략론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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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장 하 용
언론학, 조직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론, 인간커뮤니케이션, 신문보도편집론

서울대 사회교육 / 서울대 신문 / New York주립(Buffalo)대 언론학박사

김 무 곤
정치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사회학

PR론,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전략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연세대 경  / 동경대 경  / 동경대 사회학 사회학박사

이 호 규
뉴미디어, 정보통신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사,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연세대 신방 / 연세대 신방 / Indiana(Bloomington)대 신문방송학박사

김 관 규
상 및 인터넷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매스컴연구방법, 커뮤니케이션론, 

매스컴이론, 방송제작입문

연세대 신방 / 게이오대 사회학 / 게이오대 사회학박사

강 재 원
방송학 이론 및 실습

방송제작입문, 미디어산업론, 매스컴연구방법, 방송학개론, 

방송제작입문, 커뮤니케이션론

연세대 독문 / Michigan 주립대 Telecommunication / Florida대 Mass Communication Ph.D

정 용 국
메스커뮤니케이션효과론

매스컴이론, 커뮤니케이션론, 미디어심리학, 

신문방송학입문,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서강대 / Iowa State대 / Indiana대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언론사 진출

(기자, 프로듀서 

등)

신문방송학 입문

커뮤니케이션론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매스컴문장연습

신문보도편집론

방송제작입문

매스컴 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매스컴사회학, 방송학연습

인간커뮤니케이션

촬 조명실기, 편집실기

제작기획론

화연출실기

화제작실기

일반기업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이론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PR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설득과 캠페인, 미디어심리학

조직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전략론

광고전략입문

크리에이티브 입문

광고심리학, 광고기획

홍보전략론, 카피라이팅

광고캠페인사례, 광고효과분석

정보문화산업 

관리직

신문방송학입문

커뮤니케이션론

저널리즘론, 방송학개론

매스컴이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매스컴연구방법, 미디어산업론

매스컴사회통계학, 특수미디어론

대중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정보사회의 이해

사회통계 문화사회학

경제사회학, 상사회학

사회변동론, 산업조직사회학

사회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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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OS101 신문방송학 입문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s 

and Journalism

신문방송학과의 신입생들에게 학과의 교육목

표와 전공학문분야의 특강 및 최근 연구경향

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학과의 교과과정의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국내외의 학문경향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학습목표로 한다. 진

행방법으로는 담당교수를 중심으로 전문분야

별로 준비하되, team-teaching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며, 학과내 전임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들을 초빙하는 특강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COS151 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학습을 목

표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경험주의적 커뮤

니케이션의 연구 전통에서 개발된 이론들의 

생성 배경과 이론적 틀, 주요 개념들을 논의

하고, 이들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COS201 저널리즘론  

Introduction to Journalism

언론학 전문 분야의 핵심 과목으로 매스컴 

전반에 걸친 언론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룬

다. 근대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한 언론 자유의 이념적 배경과 근

대 및 현대 언론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체계

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학습 목표를 둔다. 이

와 함께 언론의 경제적, 윤리적 측면을 살펴

보고 올바른 언론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

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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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의 연습과 보도 기사형 단

어, 구문 등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COS204 커뮤니케이션사  

History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과정이 사회구조에 어떤 향을 미쳤

는지를 강의한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미친 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끼친 향 

등을 분석한다.

COS205 방송제작입문  

Radio Programming & Production

방송제작과 관련된 기본 테크닉을 연습하다. 

멘트적기, 장비 조작, 연출, 인터뷰, 아나운싱 

등을 연습한다. 이 강의에서는 라디오 제작을 

중심으로 실습을 한다. 음악프로그램, 토크프로

그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연습한다.

COS251 매스컴이론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매스컴이론 전문분야의 핵심과목으로 현대사

회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 매스커

뮤니케이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

여 신문방송학내의 이론연구업적들을 검토, 

정리함을 학습목표로 한다. 진행방법은 담당

교수의 이론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이론생산

을 위한 방법론적 시각을 동시에 제공하며,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재

의 비판적 해독과 강의시간내의 적극적인 토

론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교수는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 이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증하는 방법론상

의 기술을 소개하는데 주력한다.

COS252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New Media and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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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

사회에 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

보사회의 진행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

어들이 어떤 역할과 관계를 가지는지 집중적

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COS253 신문보도편집론  

Newspaper Reporting and Editing

이 강좌는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정리

하는 편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

해서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소규모의 신문

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COS254 방송학 개론  

Introduction to Radio & Television

방송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념, 기능, 정책, 

제도 등을 학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 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또

한 외국의 방송 제도와 우리 방송제도에 비

교를 통해 우리 방송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다.

COS301 매스컴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for Mass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의 기본소양과 논리

성을 갖추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의 기본과 

요체를 습득키위한 것으로서 매스컴연구의 

목적과 대상, 절차와 설계, 자료수집(측정과 

표집포함), 자료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고찰한 

다음 연구방법의 유형별로 도서관 서베이법, 

연사적 연구방법, 내용분석연구방법, 조사연

구방법, 실험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여 실제로 연구에 응용하고 또한 스스

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COS302 특수미디어론  

Introduction to Special Media

이 강좌는 점차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전문화된 매

스 미디어들의 존재 의미와 활동 양식을 학

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언론과 종교 매체, 특수 신문 등이 대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COS303 PR론  

Theories of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홍보)의 정의, 역, 특징 및 사

회적 역할을 소개한다.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 조사, 관리의 제반 과정을 고찰하고 

홍보 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크리에이티브 기

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Public Relations의 다

양한 하부 역으로서의 Publicity, Sponsorship, 

Event, 상홍보, 인쇄물 홍보, 사이버 홍보 등

의 특징 및 사례를 검토한다.

COS351 방송학연습  

Broadcasting Workshop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

는 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프로

그램의 기획과 편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평가와 수용 방식을 학습하며, 필

요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실습을 병

행한다.

COS352 정치커뮤니케이션  

Political  Communication

정치시스템, 정치과정의 유지와 변화의 메커

니즘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망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메시지의 내

용, 정치적 태도 변용,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형태와 커뮤니케이션의 상호관계, 정부

와 언론의 관계, 정치사회화 등의 이론을 학

습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와 정치

의 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정치광

고, 정치토론, 사이버정치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COS353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Multi  Media Communication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멀티

미디어 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학습하며, 이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전자우편,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실제로 수행

하고 평가해 보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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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401 미디어산업론  

Studies on Media Industry

한국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산업의 경제, 경 , 법제, 운용 등을 

학습한다. 미디어 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의 공동선

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제시한다.

COS402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Studies on Mass Culture and

Communication

문화이론 및 문화연구의 시점에서 각종의 커

뮤니케이션 현상을 고찰하며, 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을 습득한다. 특히 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이와 함께 민족문화권의 형성, 이질적 

문화의 교류, 문화 변동 등에 미치는 커뮤니

케이션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각 단위에서 일어나는 마찰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COS403 설득과 캠페인

Persuasion & Campaign

인간의 신념, 태도, 행동에 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설득 및 캠페인 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과학분야와 커뮤니케이션분야, 그리고 

수사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연계하

여 신념, 태도 및 행동에 향을 미치는 효과

적 전략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설득적 메

시지와 캠페인을 디자인하는데 근간이 되는 

정보원 신뢰도, 메시지 구조, 신념체계, 감정

적 소구, 동기적 요인들, 문화적 향과 논리

적 증거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COS404 조직커뮤니케이션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기업조직상황에서의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

의 분위기, 공식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이

션 채널, 커뮤니케이션 관리 그리고 관계 커

뮤니케이션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기업

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평가

와 아울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커

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업조직상황에서 리더십이 형성되고 발휘되

는 조건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COS405 미디어심리학

Media Psychology

미디어가 개인의 인지, 감정, 태도, 의사결정 등의 

심리적 과정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

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미디어 수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보다 효

과적인 메시지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 

이론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중심으

로 살펴본다. 

COS451 매스컴사회통계학 

Social  Statistics of Mass

Communication

인간사회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 및 매

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

료를 분석하는 통계방법론이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더

불어 이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을 중심으로 강

의가 이루어진다.

COS452 인간커뮤니케이션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기본이 되는 사람

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

의 본질과 메시지의 생성, 산출, 그리고 이러

한 과정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학습한다.

COS453 스피치커뮤니케이션

Speech Communications

논리적이며 설득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자 하는 주제를 제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문

을 작성해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하는 개인발

표능력을 향상하고, 대립되는 주장이 양립하

는 주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는 집단토론

역을 실습한다. 또한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관찰 한 후 이를 문장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사회관찰능력의 배양도 주요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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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454 커뮤니케이션전략론

Communication Strategies

PR 또는 캠페인의 기획과 이를 현실에서 구

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캠페인 매니저, 매체

전문가, 여론 조사자 및 언론보좌 담당관 등

의 역할을 분석하여 보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

을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 전반적인 PR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통해 캠페인 

전략 기획, 효과적인 조사방법, 결과의 프레젠

테이션 등의 과정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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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경찰행정학과의 교육내용은 경찰학과 범죄

학 분야로 크게 나뉜다. 경찰학은 경찰의 조

직과 인사를 비롯하여 경찰제도사, 각 국의 

경찰제도, 민간경비 등과 같이 경찰행정과 관

련된 학문을 말한다. 범죄학은 범죄의 형성, 

범죄의 원인, 범죄의 대책, 그리고 형사사법정

책 등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목표는 이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

계적으로 이해하고 제반학문에 대한 진리탐구

와 지도자적 인격함양을 목표로 경찰을 비롯

한 형사사법 분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연구 경향은 경찰행정에의 신경 기

법 도입, 지역사회지향경찰활동(COP: Commu

nity Oriented Policing), 경찰업무의 적정 배

분과 민 화(Privatization), 경찰의 이미지 제

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자적 수사권의 

보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통일 후의 경찰통

합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학분야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

고 있는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성

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연구와 범죄

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범죄피해자의 구

제문제 등이 주고 연구되고 있으며 외국의 최

신 이론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대부분은 국가고시를 통하여 경찰간부, 국가 

정보원, 청와대 경호실, 헌병, 검찰, 교정, 보호

관찰직등 각종의 공안직 국가공무원으로 진출

하게 되며 일부는 민간경비업체 혹은 보험회

사의 손해사정과 관련된 직종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대학원을 거쳐 학계로 진출하

는 경우와 사법고시 등을 통하여 법률 전문가

로 진출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5 학점

경찰행정학
Poli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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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 동일및  유사교과목

기초

교육

과목

1

1 POA 101 무술 2 1 2

2
POA 151

POA 152

경찰학개론

체포술

3

2

3

1
2

2

1

POA 201

POA 202

POA 203

POA 204

POA 205

경찰조직관리

사회병리학

경찰과 사회

경찰학방법론

형법(Ⅰ)

3 3

※ 형법총론(법학)

2

POA 251

POA 252

POA 253

POA 254

POA 255

범죄학개론

경찰인사행정

한국경찰사

범죄예방론

형법(Ⅱ)

3 3

※ 형법각론(법학)

전문

교육

과목

3, 4

1

POA 301

POA 302

POA 303

POA 304

POA 305

POA 401

POA 402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민간경비론

경찰행정법

교정학

범죄수사론

형사소송법

3 3

사이버강의

※ 형사소송법(법학)

2

POA 351

POA 352

POA 353

POA 451

POA 452

POA 453

범죄학특강

경찰윤리

소년비행론

정보관리

비교경찰제도론

경찰행정학특강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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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황 우
경찰학 경찰학개론, 경찰과 사회, 경찰인사관리

동국대 경찰행정 / 동국대 행정 / 동국대 법학박사

김 보 환
범죄학 범죄학개론, 경찰학방법론

연세대 행정 / Michigan대 경찰 / Cincinnati대 형사학박사

이 윤 호
범죄학 교정학, 범죄학특강

동국대 경찰행정 / 동국대 경찰행정 / Michigan주립대 형사학 사회학박사

최 응 렬
경찰학 경찰인사관리, 비교경찰제도론, 민간경비론

동국대 경찰행정 / 동국대 경찰행정 / 동국대 경찰행정 법학박사

임 준 태
경찰학 범죄수사론, 경찰행정법, 경찰학특강

경찰대 법 / 연세대 사법, 공안행정 / Freiburg대 경찰학 법학박사

곽 대 경
범죄학 범죄예방론, 피해자학, 현대사회와 범죄

고려대 사회학 / 고려대 사회학 / Hawaii(Manoa)대 사회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 감사원

군헌병대

무술, 체포술

경찰과 사회, 경찰학개론

범죄학개론, 형법(Ⅰ)

범죄심리학, 범죄수사론

경찰행정법, 형사소송법

형법(Ⅱ), 경찰윤리

행정법

형사정책

민간경비업

손해사정 관련분야, 

기업정보 기업감찰분야

범죄예방론

사회병리학

경찰인사행정

경찰조직관리

민간경비론

정보관리

경호학

기계경비

경찰학, 범죄학, 교정학 

관련연구

비교경찰제도론

한국경찰사

경찰학방법론

교정학, 피해자학

소년범죄론, 경찰행정학특강

범죄학특강

행정학개론

인사관리론

조직관리론

교정상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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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OA101 무술  

Defensive Tactics

무술과목은 경찰관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의 함양을 위해 유도, 태권도, 

합기도 등 무도의 반복적인 수련을 통하여 

장래 경찰업무 수행시 예견되는 범죄자의 공

격과 저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이다. 

POA151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이 교과목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경찰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개관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경찰의 개념과 기능, 경찰행정의 이념과 철

학, 경찰조직의 민주적인 구조와 능률적인 

운 관리 등 경찰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POA152 체포술  

Arrest Tactics

무술과목은 경찰관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의 함양을 위해 무도의 반복적

인 수련을 통하여 장래 경찰업무 수행 시 예

견되는 범죄자의 공격과 저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이다. 

POA201 경찰조직관리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는 경찰조직의 특수성

과 중요성에 따른 조직일반이론, 경찰조직의 

지도이념 및 기능, 조직의 운 , 조직목표, 의

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경찰조직발전방안 

등 경찰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한다. 

POA202 사회병리학  

Social  Pathology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다원화 되어가고 있

는 우리사회에서 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접

근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학습

하고 이 이론의 바탕 위에서 우리사회의 중

요한 문제점들을 강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문

제의 인과관계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고 스

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POA203 경찰과 사회  

Police and Society

경찰과 지역사회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경찰

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하여 

양자간의 갈등과 긴장의 해소방안과 바람직

한 경찰지역사회관계의 설정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과 책임에 대하여 연구한다.

POA204 경찰학방법론  

Research Method of Police Science

경찰학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주제 및 문

제의 발견, 이론의 검증, 가설도출, 표본추출, 

실험, 면접, 관찰 등의 조사방법, 측정, 자료

의 분석 및 연구의 평가방법 등을 습득시킴

으로써 형사학에 대한 올바른 연구방법을 주

지시킨다. 

POA205 형법(Ⅰ)  

Criminal Law(Ⅰ)

형법 및 형법학의 기초이론과 사상을 다루고 

범죄의 성립에 과한 일반적인 요건과 범죄의 

미수ㆍ공범에 관한 이론 및 현행법의 해석, 

판례의 평석, 죄수론과 형벌에 관한 이론 및 

현행법의 해석 등을 다룬다.

POA251 범죄학개론  

Introduction to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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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상에 대한 실태와 원인의 이해, 각종 

범죄이론의 소개 및 국내외 연구결과, 그리

고 각 이론을 통해서 본 다양한 범죄예방 및 

범죄대책 방안의 효과와 한계 등 범죄학 전

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POA252 경찰인사행정  

Police Personnel Administration

경찰임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따른 경찰 인

적 자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임용·근무성적

평정·승진·전보·복무규율 등 경찰인사관리 전

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POA253 한국경찰사  

History of Korean Police System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구조와 

기능면에서 각 시대별로 그 특징과 문제점들

을 분석·고찰하여 경찰행정의 흐름을 파악하

고, 향후 경찰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연구한다. 

POA254 범죄예방론  

Crime Prevention

풍속사범 및 각종 업단속, 특수물건의 취

급 및 단속,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각종 조치, 방범활동, 외근경찰활동, 소

년경찰 등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터득하여 실

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범죄예

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연구

한다. 

POA255 형법(Ⅱ)  

Criminal Law(Ⅱ)

현행 형법전 제2편의 각칙에 규정된 개별 범

죄유형과 이와 결부된 형벌을 파악하고, 각 

범죄의 입법취지·보호법익 및 성립요건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

리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파악하여 다양한 형사사례의 실제적인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POA301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인간행동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인 범죄행동

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여러 요인(사회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요

인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을 따

져 봄으로써 범죄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POA302 피해자학  

Victimology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유형, 범죄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과 방어, 범죄피해의 두려움 

등을 이해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자보상제도 등에 대해 연구한

다.

POA303 민간경비론  

Private Security

경찰 등 공경비 역의 확대에 따른 공경비

의 한계로 인하여 대두된 민간경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경비개념을 학습하며, 각종 관련법

규의 소개 및 인적 경비와 기계경비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POA304  경찰행정법  

Police Administration Law

행정법상의 경찰의 개념·경찰제도·경찰의 종

류 등을 살펴보고 경찰의 조직과 작용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의 이해를 도모하며, 민

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경찰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POA305  교정학  

Corrections

교도행정의 의의 및 발달과정, 각국의 교도

행정의 비교분석, 한국교정제도의 실상과 변

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을 학습하여 범죄

자처우와 범죄자의 사회화를 위한 방안을 연

구한다. 또 교정행정에 있어서 알아야 할 지

식인 교도행정의 의의ㆍ발달과정 및 내용, 

한국교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처우 및 재사회화와 

관련된 각종 이론 등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

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교과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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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351 범죄학특강  

Special  Topics of Criminology  

범죄학관련 주제에 관해 발표 및 토론을 통

해 범죄학의 이론과 실제의 연계 및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학의 학문적 안목을 배

양한다.

POA352 경찰윤리  

Police Ethics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고 청렴한 

경찰간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윤리학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습득시키고, 경찰기능별 

담당분야에 따른 경찰상 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과 경찰정신을 이해하게 함은 물론 공직

윤리 전반에 관한 관련법규 및 경찰헌장을 

숙지케 한다.

POA353 소년비행론 

Juvenile Delinquency

소년범죄의 증가현상 및 실태와 특성, 그리

고 소년범죄의 원인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

과 연구를 통해 전문적 이해를 도모함과 동

시에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 소년보

호, 선도 및 교정에 중점을 두어 소년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POA401 범죄수사론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첩보, 변사자검

시, 임검 및 현장감식, 범죄감식, 수사활동의 

방법 등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특히, 수사

에 관한 기본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이보다 더 나아간 체포 및 조사, 수사서

류작성, 수사행정 등 범죄수사 전반에 관하

여 학습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범죄수사

방법을 탐구하여 수사의 적정화 방안을 연구

한다.

POA402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의 개념과 기본원리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등 형사절

차법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수사절차(특히 

강제수사) 및 공소제기이론의 내용을 습득하

며,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기본이론 및 증거

법상의 주요 법칙들을 학습함으로써 형사소

송법의 적용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체계

를 연구하여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모색한다.

POA 451 정보관리  

Intelligence Management

경찰은 치안정보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된 

국가정보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

보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보의 의의와 기능을 검토하고 정보조직의 

특성과 정보활동요소(수집·분석·공작·방첩 등)

를 집중 연구하여 잠재적 정보관리능력을 배

양케 한다. 

POA 452 비교경찰제도론  

Comparative Police System

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제도 및 기타 각

국의 경찰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경찰제도의 민주적이며 능률

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

게 한다.

POA 453 경찰행정학특강  

Special  Topics in Police Administration

경찰행정학 관련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경찰행정학의 이론과 실제의 연

계 및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안목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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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현대 광고산업은 21세기의 문턱에서 급변하

는 추세에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증대, 다양한 광고제작 기

법의 등장, 그리고 광고산업에 대한 광고주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미래 광고산업에 대비

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수립이 절실하다. 

  광고ㆍ홍보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광고 산업

의 성장과 광고업계의 국제화 속에서 광고대행

사와 홍보 관련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

문 광고 및 홍보인을 육성함에 있다. 광고ㆍ홍

보학 전공은 경 학, 신문방송학 등에 대한 이

해를 기초로 하여 광고홍보기획, 광고홍보 관리 

및 광고 제작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를 바탕으로 광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광고 및 홍보

인 양성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기개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광고 홍보학은 말 그대로 ‘광고’와 ‘홍보’에 대

한 학문이다. 흔히 우리는 광고와 홍보를 혼동

해서 쓰는데, 두 개념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간

단히 말해 광고는 일정한 돈을 지불하며 광고의 

주체를 명확히 밝힌다는 점에서 홍보와 다르다.  

  어쨌든 광고든 홍보든 현대 사회의 대표적 커

뮤니케이션 수단 이자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인 

것만은 틀림없다. 

  광고학의 출발은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마케

팅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광고가 소비자의 심

리를 적절히 읽어 내 상품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광

고와 홍보는 정치나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

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활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

고 있다. 또한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

려 광고학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점도 관련 학과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광고 홍보 대행사에서 광고 전문 기획자나 카

피라이터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광고 회사는 입사 시험에서 광고홍보학 전공자

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한 부단한 준비가 필요하

다. 대학 시절에 각 기업체의 광고 아이디어 공

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 

  일반 기업체 홍보실에서 광고와 홍보 분야를 

담당하거나 조사 전문 기관에 들어가 조사 분석

가로 활동하는 길도 있다. 또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서 광고 담당자로 활약하는 사람도 많다. 

사회가 분화·발전을 거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

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익 단체가 늘 것이므로, 

광고와 홍보의 역할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광고홍보학
Advertising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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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최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관리할 

전문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광고학 전공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는데, 광고학을 전공

한 학생들의 취업진로방향은 다음과 같다.

∙ 광고기획 전문가(Account Executive)

∙ 시장분석 전문가(Market Analyst)

∙ SP 기획(Sales Promotion Planner)

∙ 매체계획(Media Planner)

∙ 일반 기업의 광고관련 관리자

∙ 일반 기업의 홍보 관련 관리자

전공

학점

단수   45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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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ADV 201

ADV 202

ADV 203

ADV 204

광고전략입문

크리에이티브 입문

광고 심리와 소비자 행동

프로모션 개론

3

3

3

3

3

3

3

3

어강의

2

ADV 252

ADV 253

ADV 254

ADV 455

뉴미디어와 광고

홍보학 개론

광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인쇄 광고 제작 실무

3

3

3

3

3

3

3

1 2

어강의

어강의

전문

교육

과목

3, 4

1

ADV 301

ADV 302

ADV 303

ADV 401

ADV 402

ADV 403

광고홍보조사론

매체전략론

홍보전략론

홍보제작론

카피라이팅

멀티미디어 광고제작론

3

3

3

3

3

3

3

3

3

3

1

1

2

2

어강의

2

ADV 251

ADV 351

ADV 352

ADV 451

ADV 452

ADV 453

ADV 454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광고캠페인 사례

광고효과분석

광고미디어 법제론

광고세미나

방송광고 제작실무

P.R 캠페인 사례 연구

3

3

3

3

3

3

3

3

3

3

3

3

1

3

2

어강의

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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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조 형 오
광고학, 광고효과 측정 및 광고 심리학 광고심리학

연세대 법학 / Texas(Austin) 광고 / Texas(Austin)대 광고학박사

김 봉 현
광고학 광고전략입문

중앙대 신방 / Michigan 주립대 광고학 / Alabama대 광고학박사

최  균
뉴미디어, 인터넷광고, HCI연구 멀티미디어 광고제작론

한양대 문 / Michigan 주립대 광고학 석박사과정 광고학박사

이 철 한
홍보학 홍보학개론

연세대 신방 / Syracuse대 홍보 / Missouri(Columbia)대 광고홍보 Ph.D

김 효 규
광고학 광고매체전략

고려대 신방 / Texas(Austin) 광고 / Texas(Austin)대 광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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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광고ㆍ홍보학의 전공 교과과정은 기초 단계, 심화 단계, 그리고 통합 단계의 3단계로 되어 있다. 광고

홍보학과는 광고ㆍ홍보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광고학 입문을 교양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광고 분야는 크게 광고ㆍ홍보이론, 광고ㆍ홍보기획, 광고제작, 광고ㆍ홍보 조사 역으로 나누어진다. 광

고학과는 각 역별 기초과목으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광고 전략 입문, 크리에이티브 입문, 광

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2학년에 개설하고 있으며, 각 역별 심화과목들이 3~4학년에 주로 개설되며, 

각 역을 통합하는 과목들로 광고캠페인사례, P.R.캠페인사례연구, 광고 세미나, 멀티미디어 광고  제작

론이 개설된다. 광고홍보학과는 외국어를 중시하는 최근 광고홍보업계 경향을 반 하여 전공과목 중 일

정학점을  어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정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 )  어강의과목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광고기획자

과정

․ 광고전략입문

․ 광고 심리와 소비자행동( )

․ 프로모션 개론

․ 광고홍보조사론

․ 뉴미디어와 광고( )

․ 광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 매체관리론( )

․ 멀티미디어 광고제작론

․ 광고캠페인 사례

․ 광고효과분석( )

․ 광고 미디어 법제론

․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

·마케팅원론

·경 전략

·마케팅전략

·마케팅조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행동론

광고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과정

․ 인쇄광고제작실무

․ 크리에이티브 입문

․ 광고 심리와 소비자 행동( )

․ 광고홍보조사론

․ 홍보학개론( )

․ 카피라이팅

․ 멀티미디어 광고 제작론

․ 광고 캠페인 사례

․ 광고 미디어 법제론

․ 방송광고제작실무

·마케팅원론

·마케팅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행동론

·광고카피론

 (문예창작과)

홍보전문가

과정

․ 광고 심리와 소비자행동( )

․ 프로모션 개론

․ 광고홍보조사론

․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

․ 홍보전략론

․ 홍보제작론

․ 광고효과분석( )

․ 광고 미디어 법제론

․ 광고세미나

․ P.R 캠페인 사례 연구

·마케팅원론

·마케팅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론(신문방송학과)

·정치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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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ADV 201 광고전략입문

Introduction to Advertising Strategies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광고 계획서(Blue Print) 작성을 위한 과정을 소

개한다. 환경분석, 시장 및 소비자 분석, 광고

할 제품 및 경쟁제품의 마케팅 전략 분석을 위

한 기본적인 틀을 검토하며, 이러한 시장분석

(Market Analysis)을 통한 목표 소비자의 선정, 

광고 목표의 설정, 광고 Creative 전략에 대한 

기획 등을 다룬다. 

ADV 202 크리에이티브 입문  

Introduction to Creativity

광고 디자이너가 광고제작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본 과목에서는 Layout의 도구 및 기

법을 소개하고 Layout의 단계와 기초적인 

Format을 소개한다. 디자인의 원리, 서체유형, 

색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ADV 203 광고심리와 소비자행동  

Advertising Psychology & Consume Behavior

소비자의 광고반응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지심리 및 사회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을 살펴보고, 다양한 광고 메시지의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한 심리적 분석능력을 도모한다. 아

울러 광고심리가 광고기획 및 광고제작에 어

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감각을 

배양하도록 한다.

ADV 204 프로모션 개론 

Introduction to Promotion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중 세일즈 프로

모션 이벤트 마케팅을 위주로 그 기획 및 전략

적 실행 방안에 관하여 소개한다. 

ADV 251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Integrated Communication Management

광고 원론의 상급 과목으로 IMC에 대한 개요

를 소개한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과정

을 논의하고 인쇄매체, 방송매체 및 기타 매체

의 특징을 소개한 후,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Program을 개발하는 과정을 논

의한다.

ADV 252 뉴미디어와 광고  

New Media and Advertising

뉴미디어 환경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뉴

미디어의 출현이 기존의 광고기획, 매체기획 

및 제작의 관행에 미칠 향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한다. WWW, CD Rom, PC통신, 홈쇼핑, 사

이버 마켓 등의 뉴미디어를 이용한 광고의 전

략적 가치 및 효과측정에 대한 제 문제들을 다

룬다.

ADV 253 홍보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홍보의 정의, 특징 및 역할에 관하여 개략적으

로 소개하고 P.R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

본 개념을 제공한다.

ADV 254 광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Advertising Speech Communication

A.E로서 광고기획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기

르고 광고주등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적 커

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운다.

ADV 301 광고홍보조사론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Research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학수번호 300단위로 

조정)

광고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반 방법론을 소

개한다. 광고 효과 조사의 설계를 위한 제반과

정을 모색한다. 광고효과 조사는 크게 사전조

사와 사후조사로 나뉘는데, 사전조사로 

Concept개발을 위한 조사, Art 및 Copy효과 측

정을 위한 조사를 소개하고, 사후조사로 광고 

Message 및 상표에 대한 인지 및 기억 Test, 

상표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사 형성에 관한 

Test를 소개한다.

ADV 302 매체전략론  

Media Strategies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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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매체 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매체 계

획 수립을 위한 노출빈도, 도달범위, GRP, 

CPM 등의 기초개념을 소개하고 매체계획 수

립을 위한 제반 과정을 소개한다. Media Mix, 

목표시장 도달범위, 지역적 도달범위, 

Scheduling, 광고예산의 고려 등 매체계획 수립

을 위한 제반 고려사항이 논의된다. 

ADV 303 홍보전략론  

Public Relations Strategies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Public Relation의 정의, 특징 및 역할을 소개한

다. Public Relation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과정

을 고찰하고, Public Relation과 다른 Promotion 

활동과의 통합적 관리의 개요를 논의한다. 또

한, Publicity의 특징, 장․단점을 소개하며 기업

광고의 목표 및 유형을 소개한다. 

ADV 351 광고캠페인사례  

Case of Advertising Campaign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광고전략입문)

광고 캠페인의 장기적인 전략적 관리를 검토

한다. 국내외의 사례를 통하여 특정 제품의 광

고 캠페인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어 왔

는가를 분석하고 향후 그 제품의 광고 캠페인

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과목으로 광고 캠페인의 장기적인 전략을 검

토한다. 

ADV 352 광고효과분석  

Analysis of Advertising Effect 

(선수과목 : 광고조사입문)

광고가 매출액 등 시장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광고카피 효과측정 방법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

여 광고의 효과를 객관화시키는 다양한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ADV 401 홍보제작론 

Public Relations Writing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작문법과 상물 등을 

포함한 전반적 홍보제작과정을 소개한다.

ADV 402 카피라이팅  

Copywriting 

(선수과목 : 크리에이티브입문)

Copywriting의 실무과정으로 특정 제품이나 상

표의 광고문안을 실제로 작성해 모든 과목으

로 Copy Platform의 개발을 기획한다.  또한 

Copy Platform을 바탕으로 Headline, 

Sub-Head, Body-Copy 및 Slogan을 실제로 개

발하여 보는 과정이다. 

ADV 403 멀티미디어광고 제작론  

Multimedia Advertising Production 

(선수과목 : 크리에이티브입문, 뉴미디어와 광

고)

인터넷, CD Rom, 사이버 마켓 등으로 특징지

워지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광고제작 실습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월드와이드웹을 통한 

홈페이지의 개설, 전자우편, 전자광고물의 제

작 등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이론적 지식을 습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DV 451 광고미디어법제론  

Advertising Media Ethics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광고의 윤리적인 측면과 이에 따른 광고 규제

의 취지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를 논

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규제와 문화적 가

치관의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광고 규

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

을 소개한다. 

ADV 452 광고세미나  

Advertising Seminar 

(선수과목 : 광고학입문, 광고전략입문, 광고심

리학)

현대광고의 쟁점 및 최근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근 광고실무 및 연구

의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

부주제 별로 광고이론 및 실무에 대한 시사점 

및 적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ADV 453 방송광고 제작실무  

Practice of Broadcasting Media 

Advertising 

(선수과목 : 크리에이티브입문)

TV 및 Radio 제작과정의 개요를 소개한다. 방

송 광고의 제작 전 준비과정, 제작과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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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과정을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조명, 

Graphic, Color 등의 Video측면과 소리, 음악, 

효과음악 등의 Audio측면에 관한 기초와 제작 

후의 편집과정 등을 소개한다.

 

ADV 454 P.R. 캠페인사례연구

기존에 배운 P.R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국내/

외의 P.R 캠페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각 사례들

로부터 성공적 P.R 수립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을 제공한다.

ADV 455 인쇄광고제작실무  

Practice of Publication Media 

Advertising 

(선수과목 : 크리에이티브입문)

인쇄광고의 제작과정을 소개한다. 포괄적인 

Layout이 나온 후의 Pasteup 과정, 사진제작과

정, 인쇄과정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

하며 인쇄광고 제작비용에 관한 개요를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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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언론사준비반 안내

1. 고시장학생 선발

정기적인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을 실시(매달 1

회 예정)하여 고시장학생을 선발하고 고시반 입

반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고시장학생에게는 성

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

고 고시반 입반자격이 부여됩니다.

2. 국가고시 1차 합격자 등록장학금 지원제도

국가고시 1차 합격생들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

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행정ㆍ외무고시반 입반

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3. 학습장소 제공(독서실 형태의 1인 1좌석제)

행정고시․외무고시․언론사준비반에서는 입반

심사에 합격한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장소를 제

공합니다. 이곳은 독서실과 같은 곳으로 수험생

들이 수험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내공간

(만해관 4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만해관 열람실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학내 어느 곳보다 쾌적한 학습공간

이 구축되어 있고 풍부한 학습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며, 만해관 4층에는 고시학원가에서 실시하

고 있는 최신 강의를 동 상으로 수강할 수 있

는 스터디룸을 제공하여 줍니다.

4. 참고열람실 운

수험준비과정에 있어 수험생 개인이 모든 관련 

자료를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험생들을 위

하여 각종 수험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참

고열람실을 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험

관련 서적, 수험 잡지, 고시관련 신문, 강의 테

이프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 및 대출 업무

를 담당합니다.

운 시간 : 월~금 9:30~17:00

          (점심시간 12시~1시)

대출기간 : 강의테잎 5개당 3일, 참고도서 5일

5. 특강 실시

국가고시 합격인원의 증가세를 가속화시키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고시전문 특강으로 학교강

의로 대체할 수 없는 과목의 공백을 메워주고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자신감과 적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에 

관한 특강, 비디오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6.  정기적인 모의고사 실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전에 정기적인 모의

고사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실전 감각을 익

히고 자신의 현 위치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모의고사는 매월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험제도의 변경을 감안하여 1학기에는 2차시

험 위주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2학기에는 1차 

시험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수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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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시설 및 학습환경

수험생들이 동 상 강의 및 스터디를 할 수 있

는 세미나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휴게실, 컴

퓨터실, 스터디룸이 준비되어있어 공부하기에 

최적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행정ㆍ

외무고시 및 언론사준비반은 지리적으로 학교

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입반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 행정고시ㆍ외무고시 및 언론사준비반에 입반

하려면?

행정고시ㆍ외무고시 및 언론사준비반에서는 행

정ㆍ외무고시 1차 합격자, 행정고시ㆍ외무고시

ㆍ언론사준비반 장학생 선발시험 성적우수자, 

그리고 기타 국가고시나 언론사 시험에 진지한 

열의가 있는 수험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으로 입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반신청은 1

년에 2회 실시하고,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3월

(상반기)과 8월(하반기)입니다. 또한 매월 치러

지는 장학생선발 시험에 응시하여 그때그때 선

발인원을 보충 또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입반신

청전과 장학생 선발시험 전에 학내 주요 게시

판 및 학교 홈페이지, 동대신문 등에 공고가 나

가므로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주의깊게 공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해서 우수한 성적

을 받은 학생들은 입반신청 시 유리하므로 고

시장학생 선발 시험에 많은 응시 바랍니다.

※ 고시반 장학생 선발일정 및 시험과목

※ 구내 연락처(계산고시학사) : ☎2260-3571

시험 일정 구  분 학  년 응시 과목

행정외무고시반 및 
언론사준비반 공히 

1월과 7월에 
장학생선발시험 실시

행정외무고시반 전 학년 PSAT(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

언론사준비반

1, 2 논 술, 작 문

3, 4 논 술, 작 문, 상 식





경 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경 학전공

  회계학전공

  경 정보학전공

경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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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국제통상․지역연구 역, 국제무역이론 역 

및 국제비즈니스․무역실무 역으로 세분화하

고, 분야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국제통

상학전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둔다.

  첫째, 국제통상․해외지역연구의 교육을 통해

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 국제통상 및 해외지역 경제와 통상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통상․해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국제경제교류 전반의 기초지식과 이론

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국제무역 및 금융의 

제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론적 분석능력을 갖춘 국제통상․

해외지역 전문가 및 국제비즈니스․무역 전문

인을 양성한다.

  셋째, 국제비즈니스․무역에 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뛰어난 국제 비즈니스와 합리적인 무역

업무 처리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국제사회가 요

구하는 국제비즈니스․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아울러 국제통상․해외지역 및 국제비즈니

스․무역 전반의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케 함으

로써 폭넓은 국제비즈니스 이론 및 능숙한 실무

능력을 겸비한 국제통상․해외지역 전문가와 

국제비즈니스․무역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

를 둔다. 이를 위하여 전공과목 수강을 통해서 

꾸준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면서, 기본적

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비즈니

스를 할 수 있고, 실제무역 어를 구사하고 서

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사회는 놀라운 IT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e-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역을 개척하

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은 e-비즈니스의 정

의와 종류, 구체적 활동을 탐색함으로써 B2B와 

B2C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진로

  기업들은 경 활동 전반에 디지털기술을 도

입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e-

비즈니스를 배운 학생들은 취업 후 실무교육에 

능숙하게 적응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세계화․

첨단화 시대에 국제통상․해외지역 전문가와 국제

비즈니스․무역전문인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국제통상․해외지역전문가 

   - 민간기업과 정부의 통상정책 및 통상법규

관련 업무 담당

   - 해외지역시장 정보, 정치, 경제, 상관습 관

련 업무 담당

 ○ 국제비즈니스․무역전문인

   - 무역회사의 사이버무역 담당

   - 기업의 국제경  담당

   - 증권 및 금융의 국제금융 및 외환딜러 담당

   - 관세사, 무역 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무역 관련 업무 담당

국제통상학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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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동일 및 유사교과목

기초

교육

과목

2

1

INT 201

ECO 203

INT 202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전자상거래입문

3 3

미시경제학(경제)

2

INT 251

INT 252

INT 253

국제무역실무

국제통상론

국제무역론

3 3

국제경제론(경제)

전문

교육

과목

3, 4

1

INT 301

INT 302

INT 303

INT 304

INT305

INT 401

INT 402

INT 403 

INT404

국제금융론

해외투자의 이론과 실제

해외지역연구

인터넷무역

주니어세미나(1학점)

환경․경제와 통상

비교문화경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무역정책론

3 3

국제금융론(경제)

2

INT 351

INT 352

INT 353

INT 354

INT 451

INT 452

한국경제와 통상

무역 어

국제운송과 물류

국제무역과 마케팅

국제무역보험

외환․선물거래

3 3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21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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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승 
국제경 비교문화경 . 국제마케팅

동국대 상학 / 동국대 경  / 필리핀 Santo Tomas대 경 학박사

김 일 중
무역이론. 환경경제학 국제무역론. 환경･경제와 통상

연세대 응용통계 / Kansas대 경제 / Kansas대 경제학박사

홍 승 기
국제금융론 국제금융론. 외환･선물거래

고려대 경제 / Denver대 경제 / Denver대 국제경제학박사

정 창 근
국제상무. 국제경제 국제무역실무. 인터넷무역. 전자상거래입문

동국대 무역 / Kansas주립대 경제 / Kansas주립대 경제학박사

곽 노 성
국제경제. 국제통상 국제통상론. 국제경 통상원론. 국제협상론

서울대 조경 / Texas대 경제 / Texas대 경제학박사

김 석 태
국제경 해외투자론. 국제무역보험

동국대 문 / New Orleans대 경  / Louisiana주립대 경 학박사

이 재 화
국제경제                                국제경제, 무역정책론

연세대 경제 / Michigan State대 / Duke대 경제학 박사

조  모
국제경                                 국제경 통상원론

동국대 상학 / 동국대 경 학 / 동국대 경 학 박사



  국제통상학 전공

  기초공통과목   기초특화과목

경제원론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정보기술입문

광고학입문

국제경영통상원론 전공기본과목

국제통상․비즈니스입문

전자상거래입문

  공동

  특화

  기본   국제비즈니스 ․ 무역실무영역   국제무역이론영역   국제통상․지역연구영역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무역론

국제무역실무 국제통상론

기초교육

국제운송과 물류
국제무역보험
해외투자의 이론과 실제
국제무역과 마케팅
인터넷무역
비교문화경영
무역영어

  국제금융론

  환경․경제와 통상

  외환․선물거래

한국경제와 통상

해외지역연구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무역정책론

전문교육

국제통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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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기초공통과목인 경 학원론, 경제원론, 회계원리를 반드시 수강하고, 기초특

화과목인 국제통상, 비즈니스입문, 정보기술입문, 광고학입문에서 2과목을 수강한다. 전공 관련 3개 역의 전

공과목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수강하여 졸업 후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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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INT2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국제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

적 토대로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중심

으로 시장가격원리를 고찰하고 시장균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강의한다.

ECO203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국민소득 결정론, 물가론, 고용 이론, 이자율 

결정론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운 체제를 고찰하며, 국민경제

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강의한다.

INT202 전자상거래입문  

Introduction to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초 개념과 용어정리, 

거래과정, 기업의 활용 이익 및 어려움,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경제, 디지털 상

품과의 관련한 여러 문제, 국제적 논의 및 여

러 경제적인 측면, 이러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환경,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문제

들, 전자상거래에 의한 국제비즈니스, 그리고 

전자상거래과정에 관련된 활동으로 공급사슬

관리를 살펴본다. 

INT251 국제무역실무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방식

과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수출을 위한 자사 

계획과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배우면서 실제 

수출입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INT252 국제통상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국가간 경제관계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GATT와 WTO의 기능 및 규범, 주

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EU 등의 통상

기구, 제도와 관계법규를 고찰한다. 

INT253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선수과목 : 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국제무역의 기본이론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

을 제고하고 국제무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국제무

역과 경제성장에 관한 문제 등을 강의함으로

써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 원리를 이해

시킨다.

INT301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장․단기 자본이동의 

문제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을 중심으로 검

토하고 국제기업이 당면하는 금융상의 문제

점을 분석한다.

INT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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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303 해외지역연구  

Overseas Regional Study

해외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세계시장의 환경 

및 특성에 대해 지역별로 연구하고, 특히 중

국을 사례로 심층 분석하며 한국의 통상정책

과 관련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한다.

INT304 인터넷무역  

Internet Trade

국내외 인터넷 수출관련 동향, 인터넷 활용 

수출과정, 인터넷 활용사례와 성공요인, 인터

넷 수출확대 방안, 인터넷상에서 판매촉진전

략, 무역거래알선사이트 활용, 검색엔진을 이

용한 Buyer검색, EDI를 이용한 수출과정을 

배워서 Cyber 무역시대를 대비해서 무역업무 

능력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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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305 주니어 세미나 

Junior Seminar

국제 무역인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실무에 대

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과정

을 이해한다.

INT351 한국경제와 통상  

Korean Economy & Trade

한국경제의 대외지향적 고도성장과정에서 나

타난 무역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21세게 국

내외경제 환경변화와 관련한 통상정책의 방

향과 한국경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INT352 무역 어  

Business English

무역서한의 형식, 작성원리, 수출입거래 시 

상호 교환되는 무역통신문 등을 연구하되 특

히 거래제의 서한, 신용조회, 오퍼, 신용장, 

선적통지, 클레임별로 나누어 작성요령을 강의

한다.

INT353 국제운송과 물류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그 대상과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물류관리의 최신이론과 

사례 등을 폭넓게 강의한다. 

INT354 국제무역과 마케팅  

International Trade & Marketing   

국제상거래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마케팅활

동을 함으로써 수출촉진과 효율적 마케팅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INT401 환경․경제와 통상  

Environments, Economy and

International Commerce 

(선수과목 : 경제원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천연 및 환경자원의 

최적배분에 관한 제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고, 

비시장성 재화의 가치평가기법 및 환경과 통

상의 제 문제를 강의한다. 

INT402 비교문화경   

Cross-Cultural  Management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각 국의 기업환 경

하에서 효율적인 다국적 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계의 경 문

화환경에 대해 개관하고, 각 국의 문화적 차

이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적응 및 기업의 경

관리기법에 대해 다국적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INT403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기업 또는 정부의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협

상의 이론과 원칙 있는 협상방법을 체계적으

로 연구하고 국제협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협상능력을 기른다.

INT403 무역정책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본 강의는 일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성격, 정책수단

과 경제적 효과, 주요국의 무역정책, 세계무역체제

로서 WTO와WTO통상규범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

여 국제 무역의 규범적 측면의 지식과 소양을 배

양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

INT451 국제무역보험  

Marine Insurance and Exporting

Insurance

해상보험의 기초개념과 역사배경, 해상보험

의 종류, 담보위험과 특수위험, 보상조건, 보

험실무 등 해상보험증권 및 해상법과 수출보

험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INT452 외환․선물거래  

The Theory of Foreign Exchange &

Financial  Futures Trade 

외국환시장에서 현물과 선물가격 등의 기초

개념을 비롯하여 외국환시장의 기능과 현물 

및 선물거래의 실무적 기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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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교육목표는 로벌화, 고도 정보화의 환경변

화 속에서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경 학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에 있

다. 경 학 분야의 학문적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론 중심의 교육 목표와 사회 각계각

층의 전문경 자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교육목표의 실현을 통하여 개인의 학문적 발

전과 성취를 도모하고 지성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경 학이란 학문은 최근 그 역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며 사회경 과

학 학문 역에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로 대

변되는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경제주체의 하나

인 기업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

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 기법의 도

입과 경 이론의 계승, 발전 등 스스로의 성장

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졸업 후 진로

  유능한 관리자의 육성이라는 학문적인 특성

과 일반기업체의 어느 부서 배치를 받아도 업

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는 

본 학과의 특성상 전공자들의 진로는 어느 특

정분야로 한정하기 힘들 정도로 졸업생들의 진

출분야는 상당히 다양하다. 

  종합상사, 금융/증권회사. 정보기술회사, 유

통회사, 제조회사, 경 컨설팅회사, 호텔을 비

롯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에 취업하여 인사, 

마케팅, 재무, 생산 및 서비스 운 관리 등 여

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스스로 

창업하여 기업을 경 할 수도 있으며, 경 학 

관련 제반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기업체의 경 연구소에 취업하거나, 교수직으

로 진출할 수도 있다. 

경 학
Management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 23 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 18 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s  

외국어패스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21   학점

 논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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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2

MGT 201

MGT 252

MGT 254

조직행위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3 3

어강의 

선택필수 D

선택필수 C

2
MGT 251

MGT 253

경 과학

인사관리
3 3

선택필수 B

선택필수 A

전문

교육

과목

3, 4

1

MGT 302

MGT 401

MGT 402

MGT 403

MGT 404

MGT 405

MGT 406

MGT 407

MGT 408

MGT 409

MGT 410

MGT 411

MGT 412

국제경 학

기업재무

브랜드관리

마케팅조사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고용관계

조직커뮤니케이션관리

금융론

투자론

서비스마케팅

기술혁신경

품질경

거시조직이론

3 3

선택필수 D

선택필수 A

선택필수 C

 

1-2
MGT 301

MGT 303

생산/운 관리

경 전략
3 3

선택필수 B

어강의

2

MGT 451

MGT 452

MGT 453

MGT 455

MGT 456

MGT 457

MGT 459

MGT 460

MGT 462

서비스운 관리

리더십

경 정보론

유통관리

소비자행동론

윤리경

선물옵션

경 분석과 가치평가

국제재무관리

3 3

    ※ 선택필수는 역별(A, B, C, D)로 각 1과목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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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상 종
  경 과학, 관리경제학   경 통계

  동국대 농경제 / 서울대 농경제 / 중앙대 경제학박사

김 석 용
  재무관리, 기업재무. 투자론   기업재무

  서울대 상학 / UCLA 경  / 고려대 경 학박사

이 병 철
  조직행위, 인사관리   조직행위. 인사관리

  서울대 경  / Chicago 경  / MIT 경 학박사

이  면
  인사관리, 고용관계론   고용관계

  연세대 경  / 서울대 경  / Minnesota 노사관계학 경 학박사

유 석 천
  생산관리, 경 정보론   생산/운 관리. 서비스 및 기술경 . 경 전략. 경 정보론

  서울대 공업교육 / UCLA 경  / UCLA 경 학박사

권 익 현
  마케팅원론, 시장조사론   마케팅원론

  고려대 경  / Illinois 경  / Purdue 경 학박사

유 창 조
  마케팅, 광고학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연세대 경  / Oregon 경  / Arizona 경 학박사

김 승 용
  조직행위, 인사관리   조직커뮤니케이션관리

  동국대 경  / Scranton 경  / Memphis 경 학박사

박 찬 규
  생산관리, 경 정보론   생산/운 관리

  서울대 산업공학 / 서울대 산업공학 / 서울대 산업공학 공학박사

김 대 룡
  투자론, 선물옵션   투자론

  동국대 통계 / Iowa주립 통계 / Nebraska 재무관리 Ph.D

이 상 현
  소비자행동분석, Retailing   서비스마케팅

  광운대 경  / Purdue 호텔마케팅 / Purdue 소비자행동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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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준 서
  투자론. 파이낸셜엔지니어링   투자론

  고려대 경  / Syracuse Finance / Syracuse Finance Ph.D

여 준 상
  마케팅 브랜드관리

  고려대 경 학 / 고려대 경 학 / 고려대 경 학박사

최 경 규
경 전략 경 전략

서울대 수학교육 / Harvard 정책 /Stanford 경 학 Ph.D

성 상 현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 조직행위

서울대 경  / 연세대 경  / London 경 학 Ph.D

김 현 동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조직행위

한국외대 경  / Pittsburgh 경  / Ohio State 경 학 Ph.D

전 승 우
마케팅, 소비자행동 마케팅조사

성균관대 한국철학 / Baruch 마케팅 / Nebraska 마케팅 Ph.D

정    욱
데이터마이닝, 경 과학 생산/운 관리

성균관대 산업공학 / Georgia 산업시스템 / Georgia 산업시스템 Ph.D

구 본 혁
재무관리 경 학원론, 재무관리

서울대 경제학 / Indiana 경

유 철 호
조직인사 경 학원론

서울대 과학교육 / London Business School 경  

최 석 원
조직인사 경 학원론, 경 전략

서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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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생산/MIS
경 학원론 경 통계, 

조직행위 경 과학

생산/운 관리, 품질경  경 전략 

서비스 및 기술경  

기술혁신경

경제원론, 회계원리

재무,금융

경 학원론

경 통계, 조직행위, 

경 과학

재무관리, 투자론, 선물옵션  

경 분석과 가치평가 경 전략, 

금융론, 기업재무 국제금융론

경제원론, 회계원리

마케팅

경 학원론

경 통계, 조직행위, 

경 과학

마케팅원론, 브랜드관리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조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통관리, 경 전략 

서비스마케팅

경제원론, 회계원리

인사,조직

경 학원론

경 통계, 조직행위, 

경 과학

인사관리, 고용관계 

조직커뮤니케이션관리 윤리경 , 

리더십, 경 전략 거시조직이론

경제원론, 회계원리

국제경

경 학원론

경 통계, 조직행위, 

경 과학

국제경 학, 경 전략

경제원론, 

회계원리, 국제경

통상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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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MGT201 조직행위

          Organizational Behavior

기업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과 기업

의 운 상에서 주요 관심사를 학습하며, 조

직에서 개인의 특성과 역할, 집단에서의 행

위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의 유형 등을 교

육한다. 학습의 형태는 주로 토론식 강의로

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요구한다. 

MT25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마케팅원론은 기업을 비롯한 제 주체의 활동

이 시장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거시적 입장을 

취한다. 이 활동은 사회, 경제적으로 집약 화

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사회 전체적으

로 주어지게 된다. 본 강의는 이 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문

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MT254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한 자본시장 중

심적 이론체계의 기초를 이해함을 학습목표

로 하며, 강의의 내용으로는 순현재가치

(NPV)의 개념, 자본예산편성을 이용한 투자

안 평가방법, 금융자산의 평가이론(자본자산

가격결정이론, 재정가격결정이론, 옵션가격결

정이론), 자본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소유구

조, 지배구조 및 최적 자본구조, 배당정책, 

M&A등을 학습한다.

MGT251 경 과학

Management Science

경 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 문제를 분석․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기업의 내부․

외부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의사결정시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는데 단순한 경험

이나 직관적인 방법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의

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본 강좌는 생산/운

, 재무, 유통 및 인사 등 기업의 다양한 

역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과학적 분

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그 응용사례를 배운다.

MGT253 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선수과목 : 조직행위)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작업으로써 이론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얻고 기존 연구들의 장, 단점을 살펴본다. 인

사관리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

와 관습에 의해 크게 향을 받으므로, 서구

의 이론들을 한국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선행조건을 파악한다. (문헌연구와 집단

과제)

MGT301 생산/운 관리

Production & Operation management

(선수과목 : 경 과학)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기업경 의 

양대 기능의 하나인 생산/운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시스템의 측면과 운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

찰한다. 생산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는 생산

전략, 수요예측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공정

의 설계, 생산능력의 결정, 생산설비의 선정, 

시설 및 공장입지, 시설 및 설비의 배치, 직

무 및 작업장법의 설계 작업측정시스템 등을 

다룬다. 생산시스템의 운 /관리에서는 생산

계획, 일정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를 다룬

다.

MGT302 국제경 학

International Management

국제기업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자원

의 배분, 해외시장의 정보, 투자풍토 등 기업

경 의 국제성과 급격히 확대되어가는 기업

의 국제활동에서 발생되는 제 경 관리문제

를 교수하며, 특히 WTO체제의 출범이 국제 

경 환경 변화에 미치는 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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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303 경 전략

Management Strategy

경 전략에 대한 이론 강의, Case Study, 토

론 및 Business Game 등을 통하여, 경 자로

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전

략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고, 경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략적 시

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의 목표이다. 각론 

과목의 이론들을 실제적 경 상황에 적용시

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 상황에 대한 분

석등력 및 전략적 대응 능력 함양에 과목의 

초점을 맞춘다. 특히 조직의 경 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 기능 간 통합

적 측면의 전략적 전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

다. 이를 위해 경쟁전략에 관한 이론, 경쟁우

위 분석방법, 각종 전략의 수립, 전략적 경

의 실천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MGT402  브랜드관리

Brand Management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본 과목은 브랜드를 이해하고, 브랜드 전략

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정의, 

브랜드 구축전략, 브랜드 계층 구조 및 확장

전략, 브랜드 리포지셔닝  에 대해 다루게 된

다.

MGT403 마케팅조사

Marketing Research

마케팅 조사의 필요성, 목적, 활용방안 등을 

소개하고, 마케팅 관리자와 조사자간의 상호

관계 및 책임, 마케팅 정보원, 과학적 방법과 

조사과정을 알아보고, 설문지 설계 및 측정

방법, 표본추출의 개념과 응용, 신뢰도 및 타

당도 검증방법 등을 이해한다. 

MGT40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광고전략 및 판촉전략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

는데 필요한 제 이론을 학습하고 마케팅, 소

비자 행동분석 및 시장조사론 등 연계학문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시킨다. 

MGT405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

(선수과목 : 경 학원론)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노동문제의 발생과 이

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한국에

서의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따른 노사문제의 

배경을 이해한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측

면을 살펴보고 최근의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환경변화를 이해하여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본다.  

MT406 조직커뮤니케이션관리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은 집단과 조직을 생성/유지/변

화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

한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주체(즉, 개

인, 집단, 및 조직수준)와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행태와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이 강좌는 

개인 간, 집단 간 , 집단 내, 및 조직수준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

적인 이해를 제고하기위해 설계되었으며, 조

직상황하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다양

한 이슈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조직상황에

서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MT401 기업재무

Corporate Fiance

기업이 업활동을 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

금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다. 국제적으로 자본조달, 자본구조, 기업가치

평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을 학

습함으로써 기업이 행하고 있는 재무활동에 

대한 실무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MGT407 금융론

Financial  Marketing and Institutions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의 역할, 종류, 구조 등을 학습한다. 구체적으

로 이자율결정이론,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메커니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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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기관, 기타 금융

기관의 유형과 업무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금융 제도의 변천과정 및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한다.

MGT408 투자론

Investment Theory

(투자론 : 재무관리)

현대 증권시장에 있어서 주식, 채권, 옵션, 선

물 등의 금융자산들의 평가, 포트폴리오의 

개별종목, 선택방법, 투자관리 및 성과 평정 

등에 관한 이론과 기법들을 다룬다.

MT409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제조업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진 서비스기

업에서 요구되는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서비스접점에서 고객과의 관계결속을 발전유

지 시킬 수 있는 고객 지향적 사고와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고찰하며, 이를 통해 고객 가

치의 강조와 고객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마

케팅 전략이론을 이해와 실무적 이해를 논의

한다.

MT410 기술혁신경

Technology Management and Innovation

기업경쟁에서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기술 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기술 중심의 경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좌는 기술전략 수립 및 실행에 따

르는 제반 의사결정과정과 경  현안들을 분

석하며, 기술경 의 최근 사례와 이론, 경

기법들을 소개한다. 본 강좌에 다룰 주요 내

용으로는 기술 경 의 획득, 기술전략, 하이

테크 마케팅, 신제품 개발 관리, 연구관리, 혁

신역량 개발 등이고 기타 기술경 의 이슈들

을 학습한다. 

MT411 품질경

Total Quality Management

(선수과목: 생산/운 관리)

현대경 에서 품질은 매우 중요한 전략변수

로서 세계적인 우량기업은 품질경쟁력을 기

반으로 경 에 임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

다. 이에 현대 품질개념에 입각하여 고객만

족을 추국하는 현대 품질경 이론과 실천방

법을 고찰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이다. 따

라서 본 강의에서는 품질경 총론, 통론즉 

품질관리, Process관리, 총체적 품질경

(TAM)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다룬다.

MT412 거시조직이론

Macro-Organization Theory

거시조직이론은 첫째, 조직이론의 변화를 살

펴보고, 둘째, 각각의 조직이 추구하는 조직

목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설계하

기 위하여, 조직의 기본원리와 구조(분화와 

통합, 권한과 책임, 공식화와 비공식화)와 기

본변수(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그리고 환경, 

(정보)기술, 규모 등의 상황요인을 연구한다. 

이에 따라 종적조직, 횡적조직, 네트워크조직 

및 매트릭스 조직 등의 특성과 설계를 학습

한다. 셋째, 조직의 동태적 변화를 조직성장, 

혁신, 조직변화관리, 조직학습, 조직문화 및 

조직의 쇠퇴와 변천의 차원에서 알아본다. 

MGT451 서비스운 관리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대부분의 기업은 서비

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서비

스는 기존의 제조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

고 있어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

로 대처할 때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

다. 본 강의에서는 서비스의 개념,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 경쟁전략, 서비스 기업의 운

전략 및 운 관리 시스템 등 서비스 경 에 

적합한 경 원칙 및 방법들을 학습하게 된

다.

MGT453 경 정보론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본 과목은 경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경

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각

종 정보자원을 관리하며, 또한 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데 어떻게 정보시스템을 활용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강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경 자들에게 필수적인 경 정보시스

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

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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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 자를 양성하는 데 본 과목의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정보시스템 개요,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관

련 기술, 각종 경 지원시스템, 경 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 정보시스템의 계획, 

구축, 통제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론강의와 

Case Study를 통하여 공부한다. 

MGT460 경 분석과 가치평가

Business Analysis and Valuation

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 기업 내,외부의 이

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과거 경 성과 분석과 

미래전망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에 큰 관심

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와 자본시장

지표, 기타 경 자료 및 산업정보를 이용하

여 경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부

실예측, EVA 등 기업의 가치평가, 기업의 구

조조정과 M&A 분석, 증권 및 신용분석 기법

등을 학습한다. 

MGT456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선수과목 : 마케팅원론)

오늘날 기업의 시장성공은 소비자 행동에 대

한 적용과 향변수들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를 위한 소비자 행동론의 접근 모델은 구

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만 분석, 평가 및 

Marketing-Mix수단과 기타 환경요소에 대한 

반응 등 주된 요소들도 파악한다. 

MT457 윤리경

Business Ethics

(선수과목 : 경 학원론)

경 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기업과 사회의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

학을 종합하는 과목으로 기업인으로서 갖

추어야 할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학습

한다. 또한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토

의와 과제가 진행되어 집단구성원간의 팀워

크와 리더십의 함양도 본 강의의 중요한 목

적이다. 

MT455 유통관리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공급업체와 기업 그리고 소비

자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을 하는 전반적인 

유통경로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유통경

로상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상황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유통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통경로사의 물류

흐름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체계

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MT452 리더십

Leadership

급속한 내/외적 경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

적자원관리 활동상에서의 역동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과목은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환경에 의해 요구되는 역동적인 인적자

원의 개발과 활용 및 유지와 변화에 관련된 

패러다임과 이론 및 기법을 다루게 된다. 개

인수준에서의 인지 심리학적 접근법을 망라

하게 될 이과  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은 실

제 기업에게 기업환경의 역동성을 어떻게 제

반인사기능들의 객체가 되는 창의력 및 지

식, 구성원의 태도와 조직문화, 기술/기능, 관

리프로세스로 구현하고 있지를 학습하게 되

며 인사전문가 혹은 최고경 자가 잦추어야 

할 지적 소양과 관리자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MT459 선물옵션

Futures and Options

최근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기본구조 및 가격결정 이론

에 대해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선물, 옵션, 스

왑거래의 차익거래 및 해지거래, 이항옵션모

형과 BLACK-Scholes 모형, 그리고 리얼 옵

션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 등을 통해 위험관

리의 기법을 배운다.

MT462 국제재무관리

International Finance

기업이 로벌 경 을 하는 경우의 재무관리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환율 결정이론과 환

위험관리방법을 배우고 해외투자에 대한 경

제성 평가방법을 배우고 해외자본조달 방법

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연

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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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1. 회계학전공의 총괄적 목표

- 모든 형태의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및 비 리기관의 회계 전문가의 

양성과 재무 분석, 금융자산의 관리, 기획 

및 예산편성 등 재무관리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재

무분 석사, 증권분석사, 공인정보시스템분석

사, 공인감정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 회계와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경

자 및 관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회계학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 기초능력 및 소양 : 역사, 문학, 예술, 자연

과학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도덕적이며 

창조적인 소양

- 전문가로서의 능력 및 소양 : 경제학, 경

학, 기업법, 컴퓨터 등 회계학 인접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 위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재무분

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

력

3. 회계학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 경제원론, 경 학원론, 통계학, 기업법 등 회

계학 인접학문 중 기초가 되는 과목에 대한 

교육

- 재무회계의 기초원리와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 및 관리회계, 조세법과 법인세회계 등 

세무회계 분야, 회계감사분야, 회계정보처리

론과 회계정보시스템, 국제회계와 재무분석 

등 전문적 과목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교육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회계학은 세계화, 전문화, 다각화 되어

가는 경제 환경에 따라, 기존에 행해져 왔던 

경제 활동의 인식과 측정, 자원의 효율적 관리

와 투명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 자문이나 정

보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 진출하는 등 회계업

무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을 비롯한 비 리단체에서도 회계학의 

개념과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회계학의 사회적 

공헌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회계학

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

고 있으며,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회계학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경제 환

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안목을 제공함은 

물론, 리단체와 비 리단체를 망라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회계학에 대

한 학문적 가치와 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학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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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광범위한 세계화, 극심한 경쟁, 최고의 효율

을 추구하는 최근의 경제 환경 하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모든 비정부기관에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이 중요시되고 이에 따라 

회계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른 취업진로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의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자격 취득 후 자유

직업인으로 진출

- 경 자문회사의 전문가

- 정부기관의 회계전문직

- 각종 비 리기관의 회계 및 재무담당전문직

-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 중․고등학교의 교사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21 학점



회계학

 295

■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ACG 201

ACG 202

ACG 203

재무회계

세무입문

문재무보고

3 3

2

ACG 251

ACG 252

ACG 253

중급회계Ⅰ

기업법Ⅰ

회계정보시스템

3 3

선택필수 A

전문

교육

과목

3, 4

1

ACG 301

ACG 302

ACG 303

ACG 304

ACG 401

ACG 402

ACG 403

ACG 404

중급회계Ⅱ

원가회계

회계감사

재무제표분석

기업법Ⅱ

법인세회계Ⅰ

회계이론

간접세회계

3 3

선택필수 A

선택필수 A

선택필수 A

선택필수 B

선택필수 B

ACG 304 Mentor Program 1 1

2

ACG 351

ACG 352

ACG 353

ACG 451

ACG 452

ACG 453

법인세회계Ⅱ

관리회계

고급회계

비 리기관회계

감사사례연구

소득세회계

3 3

선택필수 A

선택필수 B

    * 선택필수는 A 역에서 4과목, B 역에서 1과목 각각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2007 Course Catalog 

296

■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한 진 수
회계정보시스템 재무회계, 비 리기관회계, 회계정보시스템

서울대 동양사 / Indiana(Bloomington) 경  석박사과정 경 학박사

김 동 철
원가․관리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연세대 경  / Texas 회계 / Iowa 회계 경 학박사

김 진 선
재무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재무제표분석

서울대 경제 / 서울대 회계 / Texas(Austin) 회계학박사

박 재 완
회계감사 회계감사, 감사사례연구, 문재무보고

서울대 경  / 서울대 경  / Texas(Austin) 회계학박사

김 갑 순
세무회계 세무입문, 법인세회계, 간접세회계, 소득세회계

서울대 경  / 서울대 경  / 서울대 경 학박사

이 상 철
관리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연세대 경  / 연세대 경  / 연세대 경 학박사

이 점 
재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동국대 회계 / 동국대 회계 / 동국대 회계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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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회계학 전공 교과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경 학도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학, 

경 학, 기업법, 컴퓨터 등 인접전공과정에 속하는 핵심적인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회계전문가 

및 전문 경 자로서의 전문지식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회계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들은 교과과정의 이수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란다. 

  ․회계학 전공자에게 추천하는 학년․학기별 교과과정

( )는 해당과목의 선수과목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경 대학 회계학과가 주관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반은 매 학기 공인회계사반 장학생(40명)을 선발하며,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와 독

서실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별지도와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는 자동적으로 공인회계사반 장학금이 지급된다. 공인회계사반 장학생 선발시험 일정과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전공

학년

회계학전공
전공관련 인접교과목

(전공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1학기 2학기 경제학 경 학 기타

1학년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경 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조직행위

생산관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인사관리

광고학입문

정보기술입문

국제경 통상개론

2학년

재무회계(회계원리)

세무입문

경 통계

중급회계Ⅰ(회계원리)

원가회계

기업법Ⅰ

회계정보시스템

3학년

중급회계Ⅱ(중급회계Ⅰ)

회계감사

기업법Ⅱ

간접세회계

법인세회계Ⅰ

법인세회계Ⅱ

고급회계

소득세회계

4학년

관리회계

회계이론

재무제표분석

비 리기관회계

감사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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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반 장학생 선발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학기 선발시험일정 시험과목

2학기

선발시험
매년 6월경

1학년 : 어, 경제학원론

2학년 : 어, 경제학원론, 재무회계, 경 학Ⅰ, 기업법

3학년 : 어, 경제학원론, 중급회계, 기업법, 경 학Ⅱ, 원가회계, 세법

4학년, 대학원 : 어, 경제학원론, 중급회계, 기업법, 경 학Ⅱ, 원가․관리회계, 세법,

               회계감사

1학기

선발시험
매년 12월경

1학년 : 어,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2학년 : 어, 경제학원론, 재무회계, 경 학Ⅰ

3학년 : 어, 경제학원론, 중급회계, 기업법, 경 학Ⅱ, 원가․관리회계, 세법

4학년, 대학원 : 어, 경제학원론, 중급회계, 기업법, 경 학Ⅱ, 원가․관리회계, 세법,

               회계감사

유의사항

․ 어과목은 공인 어성적으로 대체가능

․경 학Ⅰ은 재무관리를 제외한 경 학 각론에서 출제

․경 학Ⅱ는 재무관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공인회계사

회계원리

재무회계

세무입문

중급회계Ⅰ,Ⅱ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고급회계

법인세회계Ⅰ,Ⅱ

감사사례연구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운 관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기업법Ⅰ,Ⅱ

세무사

회계원리

재무회계

세무입문

중급회계Ⅰ,Ⅱ

원가회계

관리회계

법인세회계Ⅰ,Ⅱ

소득세회계

간접세회계

재정학

기업법Ⅰ

세법

기업의 회계,
세무 전문가

회계원리

재무회계

세무입문

문재무보고

중급회계Ⅰ,Ⅱ

원가회계

관리회계

법인세회계Ⅰ,Ⅱ

회계정보시스템

재무제표분석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운 관리

마케팅원론

경 전략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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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ACG201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선수과목 : 회계원리) 

회계원리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복

잡한 재무회계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결산정

리사항에 대한 회계와 재무제표의 작성, 자

산․자본 및 부채회계, 재무상태변동표의 작

성, 특수매매회계 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ACG202 세무입문

Introduction to Tax Law

(선수과목 : 회계원리)

일상의 경제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지식을 단계적으로 습득한다. 법인세, 소

득세, 부가가치세 등 현행 주요 세법의 기본

체계를 학습하고, 경 활동에 따른 의사결정

시에 고려하여야 할 제 세무변수들의 상호관

계를 정책입안자와 양측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ACG203 문재무보고

Financial  Reporting in English

회계학분야의 문 전문용어를 습득함으로써 

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회계의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기 휘하여 재무

회계입문과정이 되는 교재를 택하여 학습한

다.

ACG251 중급회계Ⅰ

Intermediate AccountingⅠ

(선수과목 : 회계원리, 재무회계)

회계원리와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개념적인 구조, 회계

원칙 및 복잡한 실무적인 문제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며, 특히 손익계산서 및 대차

대조표의 작성기준과 유용성, 유가증권 회계, 

재고자산 회계,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회계, 

사채를 포함한 부채회계 등을 강의한다.

ACG252 기업법Ⅰ 

Business Law Ⅰ

기업의 경 자 및 회계담당자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내재적 제약으로서의 기업

윤리를 공부하며, 기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환경요소인 기업관련법률을 포괄적으로 이해

시킨다.

ACG253 회계정보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선수과목 : 회계와 컴퓨터)

컴퓨터가 도입된 조직의 회계처리 및 회계정

보 제공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취

급되는 분야는 회계정보시스템과 컴퓨터의 

관계, 컴퓨터가 도입된 조직의 내부통제 및 

컴퓨터 범죄 예방, EDP감사, 회계정보시스템 

분석 및 도입 등이 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회

계처리를 실습하게 된다.

ACG301 중급회계Ⅱ

Intermediate AccountingⅡ

(선수과목 : 회계원리, 재무회계)

중급회계Ⅰ에서 강의하지 못한 소유주지분회

계, 현금흐름표, 오류의 수정, 리스회계, 주당 

순이익, 전환증권과 현가평가, 회계변경, 리스

회계 등을 강의한다.

ACG30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선수과목 : 회계원리)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표준원가계산을 포함한 제조원가계산과 

CVP분석 등을 포함한 의사결정 정보산출에 대

한 기법을 이해시킨다.

ACG303 회계감사

Auditing

(선수과목 : 회계원리, 재무회계)

경제적 사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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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 재무제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

는 감사의 조사과정과 보고과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ACG304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선수과목 : 회계원리, 재무회계)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정보 이용자들

의 정보요구의 분석, 재무제표와 증권시장과의 

관계분석, 재무제표에 포함된 각종 자료의 횡단

면분석과 시계열분석, 회계처리방법이 재무자료

에 미치는 향분석, 재무정보를 이용한 각종 

예측 등 재무정보의 분석기법과 이와 관련된 

기초적 개념들을 강의한다.

ACG402 법인세회계Ⅰ

Corporate Tax Accounting Ⅰ

(선수과목 : 회계원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세액이 산출과정을 심

도있게 학습하고, 이에 회계학적 방법론을 적용

하여 기업의 과세에 따르는 세부적인 절차 및 

논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ACG351 법인세회계Ⅱ

Corporate Tax Accounting Ⅰ

(선수과목 : 회계원리)

합병․분할 등 법인세회계의 고급과정을 학습

하고, 이에 대한 연습을 통해 법인세회계의 전

체적 내용을 심도 있게 연습한다.

AC352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선수과목 :회계원리, 원가회계)

경 계획, 의사결정 및 통제를 위한 회계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하고, 이의 이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AC353 고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선수과목 : 회계원리, 재무회계)

Partnership 조직, 운  및 청산과 관련된 회계, 

기업합병회계, 연결회계, 중간보고회계, 

Segment Reporting, 다국적 기업의 회계, 기업

의 청산과 재조직회계, 정부 및 비 리기관회

계, 예측회계, 기타 특수 업종의 회계 등에 대

하여 강의한다.

AC401 기업법Ⅱ

Business Law Ⅱ

(선수과목 : 기업법Ⅰ)

기업법Ⅰ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주로 회사법, 어

음․수표법 등을 중심으로 한 고급수준의 기업

관련법의 내용을 강의한다.

ACG403 회계이론

Accounting Theory

(선수과목 : 회계원리, 재무회계)

회계학 전반에 대한 동향, 회계학의 접근방법, 

연구방법론, 재무회계의 Conceptual Framework, 

회계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Issue들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주장과 비판, 주요한 연구

결과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ACG404 간접세회계

Indirect Tax Accounting

(선수과목 : 회계원리)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등의 제 세법상의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출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이에 

회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인과 기업의 과

세에 따르는 세부적인 절차 및 논점을 체계적

으로 학습한다.

ACG451 비 리기관 회계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

(선수과목 : 회계원리)

비 리기관인 정부회계, 학교회계, 병원회계, 및 

기타 비 리법인회계의 특색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설계와 적용을 익힌다.

ACG452 감사사례연구

Auditing Case Study

(선수과목 : 회계감사)

회계감사의 기초개념 및 기본이론을 이해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계감사사례를 중심으

로 보다 복잡한 환경하에서의 감사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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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의한다.

ACG453 소득세회계

Income Tax Accounting

(선수과목 : 회계원리)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출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이에 회

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인과 기업의 과세

에 따르는 세부적인 절차 및 논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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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경 정보학과의 교육 목표는 정보화, 국제화, 

사이버 시대의 기업 경 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

보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 경 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자(및 경 인)와 정보화 사회의 핵심 

산업인 정보 통신 산업에 종사 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학과

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계획, 구축, 활용 및 관리

를 위한 학문적인 이론과 실무적인 지식을 체계

적으로 제공한다. 교과 과정은 크게 정보전략, 

정보공학, 정보통신, 정보과학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정보 전략 부분에서는 기업의 전략 및 정

책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계획, 정

보시스템 감사 등의 지식을 습득한다. 정보공학 

부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과 관련된 제반 정보기술의 습득과 이들을 통합

하는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등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한다. 정보통신 부문에

서는 데이터통신에 관련된 구조 및 기술 과 정

보통신 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다. 

  이와 같이 본 학과는 기업의 경쟁우위 달성

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  전략에서부터 최첨

단 정보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에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정보시스템에 관련

된 이론적·실무적 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

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기업의 경 환경이 세계화, 정보화 추세로 변

함에 따라 경 정보학전공에서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경 교육, 로벌 정보경 관리를 기반

으로 한 세계화교육, 정보기술 및 정보처리능

력을 교육을 통한 정보화교육, 외국학교의 산

학협동과 사례교육을 통한 실천적 교육으로 바

뀌어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오늘날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

전으로 경 학적 지식뿐만 아니리 정보기술에 

경 정보학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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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경 학과

와 정보기술 양쪽에 대한 균형적 지식을 습득

함으로써 현대 경 조직의 핵심인 정보기술과 

정보자원의 창의적인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교

육한다. 본 전공 졸업생들은 SI업체, 국내외 솔

루션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행정기관 등의 기획, 인사, 마케팅, 정보

전략 및 기획부서, 벤처기업 등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전공

학점

단수  45 학점 (전문23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20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21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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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MIS 201

MIS 202

비즈니스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3

3

3

3

2

MIS 251

MIS 252

MIS 253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ERP/SCM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3

3

3

2

3

3

2

전문

교육

과목

3, 4

1

MIS 301

MIS 302

MIS 303

MIS 304

MIS 305

MIS 306

MIS 401

MIS 402

MIS 403

MIS 404

웹프로그래밍

CRM

지능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유비쿼터스컴퓨팅

주니어세미나

MIS 프로젝트

지식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

정보시스템 보안 및 인증

3

3

3

3

3

1

3

3

3

3

2

3

3

3

3

1

3

3

3

3

2

2

MIS 351

MIS 352

MIS 353

MIS 354

MIS 355

MIS 451

MIS 452

MIS 453

MIS 454

데이터웨어하우징과 의사결정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품질

데이터 마이닝

객체지향디자인

정보전략

IT프로젝트 관리

e비즈니스 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IT거버넌스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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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원 부
경 정보학 유비쿼터스 컴퓨팅, 데이터베이스디자인, 지식관리시스템

연세대 경  / Boston대 경  / Cincinnati대 경 학박사

이  재
경 정보학

지능의사결정지원시스템, MIS프로젝트, 

데이터웨어하우징과 의사결정

동국대 경  / George Washington대 경 정보 석박사과정 이학박사

이 종 옥
정보공학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경 정보학개론,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객체지향디자인

동국대 전자계산 / California 주립대 전자계산 이학석사

황 경 태
경 정보학

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 정보전략, e비즈니스 시스템, IT 

거버넌스

연세대 응용통계 / Washington대 경  / New York주립(Buffalo)대 경 학박사

정 덕 훈
정보관리

재난관리시스템, 비즈니스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보안 및 인증

Georgia주립대 경  / George Washington대 정보공학 석박사과정  정보관리학박사

김 인 재
경 정보학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품질, IT 프로젝트관리

서울대 산업공학 / KAIST 경 과학 / Nebraska대 경 정보 경 학박사

김 경 재
경 정보학 데이터마이닝, CRM,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ERP/SCM

중앙대 경  / KAIST 경 공학 / KAIST 경 공학 공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컨설턴트

정보시스템 

감사/전산기획

경 정보학 개론

ERP/SCM

CRM, 지능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지식관리시스템, IT거버넌스

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

정보전략, 재난관리시스템

조직행위

경 통계

경 정보론

광고학입문

경 전략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경 정보학 개론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비즈니스데이터통신및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웹프로그래밍, 시스템분석 및 설계

정보시스템보안 및 인증

데이터웨어하우징과 의사결정

데이터마이닝, 객체지향디자인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과 

실험데이터통신

프로젝트 관리자

및 매니저

경 정보학 개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MIS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품질

IT 프로젝트관리, e비즈니스시스템

인사관리

경 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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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MIS201 비즈니스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Business Data Communication & Network

기업 업무 처리를 위한 Data Communication에 

관련된 통신망기술 및 구조를 기초로 하여 

네트워크 기술과 인터넷 통신에 필요한 제반

기술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정

보통신기술이 기업의 경 과 전략에 적용되

고 있는 사례를 연구한다

MIS20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네트워크환경과 웹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위

임자를 대신하여 능동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여 인터페이스와 탐색을 하는 에이전트기술

과 서버 에이전트,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기

술을 학습한다. 인터넷 기반기술e-비즈니스에서의 

Wireless Network의 응용서비스 구현사례를 논

의한다.

MIS251 비즈니스프로그래밍 

Business Programming

Business Programming Language를 이용하여 

경 정보시스템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

그래밍 개념 및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GUI Design, Database 연결 및 ODBC 연결

에 대한 기초적인 실습을 행한다.

MIS252 전사적 자원관리/공급사슬관리 

ERP/SCM

기업 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

사적으로 정보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기능

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이해하고, ERP 시스

템의 구현 방법론 및 문제점, 경 의사결정

에 미치는 향 등에 대해 학습한다.

MIS253 데이터베이스디자인 

Database Design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

를 통하여 실습을 병행한다. 데이터베이스 구

축은 처음의 요구분석(Requirement Collection 

and Analysis),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논리설계(Logical Design), 물리설계(Physical 

Design), 그리고 구축 및 테스트(Implementation 

and Testing)의 각 단계를 학습하고 실습한다. 

이러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서 수강생

은 데이터베이스의 디자인 능력과 실습을 통

해 습득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MIS301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인터넷의 기본원리와 웹기반 시스템을 학습하

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프로그램을 개

발을 위한 HTML, XML, JAVA 등의 웹 개발 

언어와 DBMS를 활용방안을 학습한다. 

웹 시스템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개념을 학습

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응용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MIS302 고객관계관리(CRM)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간

에 물자, 현금, 정보 흐름을 최적화하는 시스

템 (e-SCM)과 고객관계와 기업의 마케팅활

동을 지원하는 시스템(e-CRM)의 개념을 설명한

다. 

그리고 구성요소 등을 학습하고 사례연구를 통

하여 기업이 이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활용

하는지를 연구한다.

MIS303 지능의사결정지원시스템

Intelligence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자에게 반구조적/ 비구조적인 문제들

에 관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그룹

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학습하고 토론,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개념을 구체화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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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304 시스템분석 및 설계

System Analysis and Design

소프트웨어생명주기의 각 단계별 목표, 활동

내용, 방법론, 모델, 도구 등을 학습하여 시스

템분석가의 기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 설계방법, 객체지향 설계방법, 

UML 모델링 기법 등을 학습한다.

MIS305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3차원 환경과 ubiquitous computing의 사용자 

환경 개념을 정의하고, U-커머스의 효과에 

관하여 학습한다. 

또한 각 산업 분야별로 나타나는 새로운 서

비스의 대한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알아본

다.

MIS401 MIS 프로젝트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roject

기업조직에서 필요한 기획, 운 , 관리 및 의

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과 종류를 학습

하고 구현사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역할에 관

한 제반 이론을 학습한다.

MIS402 지식관리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식경 시스

템의 개념, 구성요소를 학습하며, 구체적으로

는 지식의 개념, 지식의 채굴과 공유과정, 지

식자산의 측정, 지식경 시스템 구축 전략과 

절차, 지식경 시스템 요소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한다.

MIS403 정보시스템 통제 및 감사

Information Control  and Audit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다른 경  자원과 마찬가지로 정보 및 정

보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감사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통제 및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감사 방법론 등을 학

습하고, 사례를 통해서 정보시스템 감사를 

실습한다.

MIS404 정보시스템 보안 및 인증 

Information System Security & 

Authentication

인터넷과 e-비즈니스 등의 등장으로 정보시

스템은 분산화, 개방화되고, 이에 따라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

재함에 따라 정보자원의 무결석, 기 성, 가

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의 기본 개념, 구체적인 기법 등을 학습한다.

MIS351 데이터웨어하우징과 의사결정 

Data Warehousing & Decision-Making

주제적이고 통합적이며 시계열과 비휘발성의 

특징을 지닌 데이터들을 모델링하는 방법과 

시스템 구조를 학습하며, 분석도구(OLAF)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과정과 연관성 규칙, 의사결정 나무와 신경

망 기법 및 사례를 통하여 배운다. 

MIS352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품질

Software Architecture & Quality

소프트웨어의 개발계획에서부터 개발, 운 , 

유지보수, 그리고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필

요한 이론, 개념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이다. 

본 강의의 주요 내용은 (1)요구공학, (2)아키

텍처, (3)프로세스, (4)개발방법론, (5)품질, (6) 

테스튼, (7)재사용, (8)재공학 및 역공학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와 산출물의 품질에 관

하여 학습한다.

MIS353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기업의 제반 경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산

재된 자료와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신속ㆍ정확한 경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IS354 객체지향디자인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프로그래밍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

으로서 Object Oriented 개념을 함양하고 

Component Based System의 이해를 돕기 위

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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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355 정보전략 

Information Strategy

경  및 기술 환경의 변화로 많은 조직들에 

있어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높아

지고 있다.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 전략과 연

계된 정보시스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경

 전략 및 정보시스템 계획의 수립에 필요

한 기본 개념과 정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론 및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 전

략의 수립을 실습한다.

MIS451 IT 프로젝트관리 

IT Project Management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대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소개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수강자에게 프로젝트의 개

시, 구축 그리고 종료 및 평가의 관점에서 필

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강의하고 주 교

재의 각 장별에 나타난 사례연구를 토론하고 

MS-Project를 사용하여 일정관리와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의 감

시와 통제기능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여 기업체에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MIS452 e비즈니스시스템 

e-Business System

웹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팀프로젝트를 통한 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과 실습을 

행한다. 

아이디어 발굴 및 시장조사, e비즈니스 모델

설계, 개발 기획 수립 등 웹서비스 기획 단계

를 거쳐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내용 및 UI 

설계, 데이터베이스설계 등 웹서비스 분설 및 

설계 단계를 수행하고 웹서버 구축과 XML 

기반 웹서비스를 구현하고 운 기획을 수립

하고 웹로그분석을 통한 사이트 모니터링, 웹

서비스 평가 등의 웹서비스 운  평가기법을 

학습한다.

MIS453 재난관리시스템 

Disaster Management System

변화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

해하고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난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특히 위험 예

측과 방지,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집중

적으로 강의하며 성공사례에 대한 소개도 할 

것이다.

MIS454 IT 거버넌스 

IT Governance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IT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좌의 목표는 IT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조직

에 IT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

성요소 및 기법을 학습한다.





식물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식품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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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21세기의 대표적인 첨단생명공학을 식물자원

에 적용하여 인류복지향상과 식량생산 증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즉, 식량자원

과 원예자원 및 자원식물에 관한 기본적인 지

식과 첨단생명공학을 접목하여 유용식물자원의 

개발, 신품종 육성 및 기능성 물질 개발 등 식

물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

재를 양성 한다.

1. 배출할 인재의 능력 및 소양

  •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지식을 바탕으로 

식물자원의 기초이론과 창의력, 사고력 등

을 겸비한 식물생명공학에 대한 사명감과 

철학이 투철한 인격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

  • 21세기에 예상되는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자원의 개발과 생

명공학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 및 신기능성

물질의 탐색과 응용에 대한 능력배양.

  • 환경의 보존관리와 새로운 식물자원의 탐

색 및 이용 등에 대한 능력 겸비.

2. 식물생명공학의 교육내용

  •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 및 개발을 위한 기

초이론과 실습교육

  • 첨단 생명공학기숙을 식물자원에 이용하

여 새로운 식물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능

력배양을 위한 교육

  • 식물대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교

육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신기능성

물질을 탐색 ․ 개발하여 인류의 복지양상

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 식물의 유전과 육종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신품종의 육성으로 인류의 식량부

족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 환경친화적 식물자원에 대한 환경보존과 

식물생태계 파괴를 방지하여 지속적인 생

산성 증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배

양을 위한 교육

  • 원예식물과 특용식물자원에 대한 첨단 생

명공학기술의 적용으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식물생명공학과는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응용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21세

기에 더욱 심화될 식량 및 환경문제의 해결,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성 물질

의 개발, 환경보전 등을 통해 인류의 삶을 질

적, 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대표

적인 첨단과학기술을 배우는 전공 분야이다. 

생명의 원천인 식량과 식품의 생산 ․ 제공과 

모든 과학기술의 근본이 되며, 인류의 문화와 

역사 창조의 모체인 식물자원을 학문적으로 체

계화하는 학문이다. 또한 생명을 이용하는 유

전공학, 식품학, 약학, 환경공학, 토양학 등 관

식물생명공학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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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분야의 연구와 개발에 필수적인 학문적, 기

술적 기초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최근 연구동향은 ①식물의 기능물질 탐색, 

개발 및 다양성 연구 ②자연생태계 즉 환경친

화 보존적 농 기술 개발 ③식물자원의 정보

와 전산화를 위한 연구 ④최첨단 생명공학기술

은 이용한 새로운 신품종의 육성개발과 안정성 

검증 ⑤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발전의 산

업적 구축 ⑥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첨

단 생산기술개발 ⑦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는 지

역적 특화 기술 개발 ⑧세계 식량안보정책, 종

자전쟁의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

문적 기술적 기반 완성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식물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1세기 

첨단기술 산업에 발맞춰 나아가는 학문이다.

졸업 후 진로

  동국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의 졸업생은 정부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농림부 산하 단체, 각

종 산업계, 자 농,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 각

층으로 폭넓은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어느 

전공 분야보다도 광범위하고 확대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므로 해서 사회에 대한 적응력 또

한 강인하고 투철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대

학생활 4년 동안 각기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분

야를 선택하여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며 무     

한 가능성의 인재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 중앙행정기관 :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  

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식품의약안전청,  

각 도청소재 농업기술원, 각 시도청 등의  

식물자원 관련공무원 등.

  • 연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

물검역소,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 작

물시험장, 종자관리소, 농협중앙회, 국     

립보건원, 생명공학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

구원, 농림기술관리센타, 농림수산정보센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KT&G.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  

등 연구기관

  • 기업 : 종묘회사, 농약회사 및 소속 연구 

소, 화학 및 생명공학관련회사, 조경회사  

등

  • Natural manager : 식량작물 전업농, 시설

재배원예농, 과수재배농, 버섯재배농 등

  • 교육계 : 각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및 

전문농업인 교육기관 등의 교원, 실업계 농

업교사,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산업기

술환경대학원(야간) 등

  • 언론 및 출판계 : 각 신문 및 잡지사, 농  

민신문, 농수축산신물, 한국농민신문 등.

전공

학점

단수 57 학점 (전문 29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 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2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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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PLA 201

PLA 202

PLA 203

PLA 204

식물유전학

작물생리학 및 실험

실험통계학

식물환경생태학

3

3

3

3

3

2

3

3

2 실습

2

PLA 251

PLA 252

PLA 253

PLA 254

식물유전공학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

작물육종학

식물생화학

3

3

3

3

3

1

3

3

3 실습

전문

교육

과목

3, 4

1

PLA 301

PLA 302

PLA 303

PLA 401

PLA 402

PLA 403

PLA 404

PLA 405

PLA 406

작물학Ⅰ

식물재배학

식물유전공학실험

원예치료학

식물생명공학 및 실험

식물분자육종학

식물생명공학 세미나

친환경농장체험Ⅰ

연구논문지도법

3

3

3

3

3

3

2

2

3

3

3

1

3

2

3

3

2

2

4

4

실습

실습

세미나

실습

실습

2

PLA 351

PLA 352

PLA 353

PLA 354

PLA 355

PLA 451

PLA 452

PLA 453

식물자원분석 및 전자현미경실험

관상원예학

토양학 및 실험

식물분자유전학

식물대사공학

작물학Ⅱ

특용작물학

친환경농장체험Ⅱ

3

3

3

3

3

3

3

2

1

3

2

3

3

3

3

3

2

4

실습

실습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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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명 훈

작물육종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작물학Ⅰ, 작물학Ⅱ, 친환경농장체

험Ⅰ, 친환경농장체험Ⅱ, 식물생명공학세미나

동국대 농학 / 강원대 농학 / Hawaii대 농학박사

이 병 무

유전학
식물유전학, 식물유전공학,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 

식물유전공학실험, 식물분자유전학, 연구논문지도법

고려대 농학 / 고려대 농학 / Texas A&M대 농학박사

조 준 형

식물유전자원 생명공학
작물생리학 및 실험, 식물생화학, 식물생명공학 및 실험, 

특용작물학, 식물자원분석 및 전자현미경실험

동국대 농학 / 동국대 농학 / 동국대 농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연구직 ․ 행정직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작물생리학 및 실험

실험통계학, 식물유전학, 작물육종학

식물재배학, 작물학Ⅰ, 작물학Ⅱ

토양학 및 실험, 특용작물학

식물생명공학

전문가

식물유전학, 식물생화학

식물유전공학, 작물육종학

식물유전공학 실험, 식물대사공학

식물생명공학 및 실험

식물분자육종학, 식물분자유전학

원예치료

관련분야

작물육종학, 식물생화학

작물생리학 및 실험

원예치료학, 관상원예학

식물재배학, 식물대사공학, 특용작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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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LA202 식물유전학  

Plant Genetics

식물 육종에 대한 유전학적 기초이론을 습득

시키기 위해 식물의 형질발현에 관여하는 유

전물질의 유전현상에 대하여 작물학적 견지

에서 총괄적으로 강의한다.

PLA205 작물생리학 및 실험  

Crop Physiology & Laboratory

작물생산재배의 유전육종의 기초가 되는 물

질생산적 특성, 물질의 이동과 대사, 수분과 

양, 종자 발아부터 등숙기까지의 생리적 

특성, 생장조절제의 생리적 역할 등을 포괄

적으로 강의한다.

PLA206 실험통계학  

        Experimental  Statistics

실험통계적 제 이론을 기초로하여 실험설계

방법, 응용방법, 분석방법 및 해석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험연구를 설계하고 논문을 작

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LA207 식물환경생태학

Plant Environment & Ecology

공기 및 수질, 토양 등의 환경변화와 식물생

육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물재배의 제문제와 환경관리보존 

대책과 식물자원의 안정성, 환경독성 및 유

기자원의 자원화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PLA251 식물유전공학

Plant Genetic Engineering

핵산의 구조 및 특성, 단백질합성조절, 유전

자체계, 형질변화 및 유전자 클로닝 등 작물

의 유전공학 응용에 기본이 되는 지식을 습

득케한다.

PLA254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

Plant Tissue Culture & Laboratory

식물의 조직 또는 세포를 무균상태에서 배양

증식하고, 식물체를 재분화시키는 방법에 관

한 기초이론과 실제를 학습하고, 식물조직배

양법이 식물체의 급속증식, 무병주의 생산,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육종, 생물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이차대사산물의 생산 등에 어

떻게 활용되는지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해 습

득하게 한다.

PLA255 작물육종학  

Crop Breeding

작물육종의 주요이론, 육종법, 육종조작, 유전

분석과 주요작물에 대한 육종상의 문제점, 

특히 배수법, 헤테로시스, 웅성불임과 자가불

화합성의 이론, 인위 돌연변이 등을 중점적

으로 다룬다.

PLA256 식물생화학  

Plant Biochemistry

식물의 생육과정과 대사작용에서 나타나는 

제 특성의 변화와 반응을 생화학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새로운 물질을 탐색할 수 있는 지

식을 향상시켜 보다 새로운 학문으로의 접근

능력을 함양코자 한다.

PLA304 작물학Ⅰ  

Corp ScienceⅠ

벼의 재배현황과 생태, 생리 및 유전적인 특

성을 이해시키며 품종개량, 생육과 환경 및 

최근의 재배기술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생산

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재배의 기술을 습득

하게 한다.

PLA306 식물재배학

Principles of Plant Cultivation

자원식물의 생산재배를 위한 기초이론을 주

지시키기 위하여 작물의 안정성, 재배환경, 

재배기술을 총괄적으로 강의한다.

PLA308 식물유전공학실험

Plant Genetic Engineering Laboratory

DNA의 분리, 절단, 접합기술, 유전자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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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RFLP 및 PCR의 기술적 적용방법등 유

전자 조작에 대한 재실험을 통하여 작물의 

유용유전자원 탐색, 응용방법 기술을 습득케 

한다.

PLA354 식물자원분석 및 전자현미경실험  

Analytical Methods of Plant 

Resources & Preparation Method of 

Electron Microscope

식물의 재배와 육종에 기본이 되는 실험 분

석을 위한 기기조작 및 실험방법 등을 다루

고 식물의 생장과 발육에 대한 재특성의 관

찰과 분석방법, 주요성분에 대한 분석방법, 

식물세포와 조직의 형태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의 실험방법과 조작 등을 실

험을 통하여 습득케 한다.

PLA355 관상원예학  

Science of Floriculture

화훼의 분류, 종자번식과 양번식방법, 화훼

재배와 환경과의 관계, 적아, 적화, 전정법, 

촉성재배와 재배 및 화단과 화분관리 방법과 

도시원예 및 가정원예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강의한다.

PLA357 토양학 및 실험  

Science of Soil  & Experiment

암석의 종류와 풍화작용, 토양의 분류, 토양

의 물리 화학적 특성, 토양수분의 이동, 토양

의 특성과 양분의 유효도, 토양유기물 등 식

물의 양과 생리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토양의 운 과 개선 등에 대한 기초적 이론

과 실험방법을 습득케 한다.

PLA358 식물분자유전학  

Plant Molecular Genetics

유전자의 발현의 조적, 생물체유전자의 특성, 

기관분화에 따른 유전자 발현, 유전자 돌연변

이, Mendel 법칙의 적용, 유전자 재조합, 유

전자의 도입 등을 강의한다. 또한 분자유전학 

연구에 자주 이용되는 DNA, RNA, Protein 응

용기술 등의 소개된다.

PLA359 식물대사공학  

Plant Metabolic Engineering

식물은 생체 내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유기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기 위한 복잡한 대사

경로를 갖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식물의 환

경 및 생리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대사조절 

메카니즘 및 조절방법에 관한 생물공학적 기

술 및 응용에 관하여 습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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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산림자원학은 산림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

양한 기능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 및 응

용과학이며 또한 산림자원 가치의 합리적인 평

가와 지속적인 창출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

류의 생명유지와 미래지향적인 실체적 인류복

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인간 생존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과학적 사고 능력을 배양

하며 첨단 과학기술 및 관련 기초 학문분야와

의 연계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그 깊이와 폭이 

크고 실질적인 산업화 연구를 담당할 주역으로

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배양함에 그 목

표가 있다. 산림자원학과의 Mission과 주요 학

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보화, 생명공학, 환경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응용기술의 

개발

  • 환경친화적 산림자원 육성 및 고부가가치

의 신기능성 임목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 실질적인 바이오벤처, 임산업계 등 산업

인력 배양을 위한 응용과학 연구 중심교육

  • 실험에 근거를 둔 산림 관련 첨단과학기

술 중심교육으로 전문가 육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교육내용

▶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생태적 기능의 

분석 및 이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배양

   산림생물의 생리적 변화와 함께 산림생태계

의 환경적 변동과 이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요인과 유전적 요인을 기초

로 산림생태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한 자연자원의 분석과 활

용기술의 개발

   WorkStation 및 각종 첨단기자재를 활용하

여 자연자원의 이용과 경제적 기능, 공익적 

기능을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 ․ 

관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활용한 이용기

법 등에 대하여 습득한다. 

▶ 생명공학,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신

기능성 산림자원의 개발 및 약리 활성물

질 추출탐색

   임목의 유전력과 환경과의 관계, 신품종 육

성을 위한 유전공학기술을 습득하고, 이와 

동시에 수목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약성분 

추출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

과 기술을 연구한다.

▶ 자생식물 유전자원 현지내, 현지외 보전 

방안 연구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특산 ․ 자생식물의 

특성 및 분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전

산림자원학
Forest Resources



산림자원학

 319

체계를 구명하고 멸종위기방지를 위해 증

식 ․ 복원 모델을 연구한다.

▶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및 목재

의 물리적 ․ 화학적 성질 규명

   수목의 유전학, 세포학적 특성을 학습하며 

조림 및 육림과 그 활용 등에 필요한 기초

적인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한다. 또한 목재

의 해부학적 특성과 중요 수종에 대한 미

세구조의 식별과 기능 그리고 목재의 각 

조직에 대한 물리적 ․ 화학적 성질, 성분

분석 등을 학습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모델 개발

   산림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조림 기술과 이

를 육림 ․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

며, 이를 산지에서 직접 실습을 통하여 실

제 기술을 습득한다.

▶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능 임산물

의 제조 및 기술개발연구

   인간생활에 가장 친숙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임산물에 대 한 이해와 함께 이의 이

용에 관하여 학습하며, 물리적 ․ 화학적 

개질을 바탕으로 임산물을 개발하고 현재 

쓰여지고 있는 임산물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

여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분석 및 임업소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연구

   지속가능한 산림경 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과 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동시에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경  ․ 정

책적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임업을 

통한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  ․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학습

한다. 최근 들어와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휴양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함께 

이를 확대하고 경  ․ 관리 할 수 있는 

이론적 학습과 함께 현장견학 및 실습을 

병행한다.

▶ 환경친화적 생태복원재료의 개발

   최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자연환경 속

에서 주목받고 있는 생태공원과 도심공원

의 생태복원작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

한 생태복원을 위한 재료 및 기술에 대하

여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목재자원의 재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기술개발을 통

하여 벌채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친환경적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재료

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

다.

▶ 첨단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목질자원의 신

소재 개발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물재료를 합리

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다루며, 산업적 활용에 필요한 건조기술, 

환경친화형 바이오 복합재료와 마루판 등 

목질바이오 소재의 제조, 구조재로의 전환

을 위한 목질신소재, 목조주택, 가구, 악기 

등에 대한 실질적 전문지식을 학습한다. 또

한 현장감 있는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실

제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첨단과학 기술

을 갖춘 환경재료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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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산림자원학은 인간생활과 접한 산림식물, 

동물, 미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그 목적이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유기

적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연환

경 파괴 및 세계 각국의 목재자원 보호전략 등

은 산림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더 부각시

키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학은 정보화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과 접목하여 

목질자원에 대한 신소재 개발, 내공해성·내병

충성 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산림자원학 분야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한 각 분야는 다음

과 같다.

▶ 정부기관 : 산림청, 환경부, 행정자치부, 특  

허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국립수목원, 국립휴양림

관리소

▶ 교육기관 : 대학 및 실업계 고등교육기관

▶ 산업계 :  목재회사, 펄프 ․ 제지회사, 생명

공학 관련 벤처회사, 나무병원, 가구회사, 

해외자원개발, 조경회사, 종묘회사, 숲 해

설가

▶ 정부출연기관 :  생명공학연구소,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조합, 국립환경정책평가원,

     동 ․ 식물검역기관

▶ 자 업 :  바이오벤처 창업, 종합조경, 농원, 

종묘사, 양묘사업, 산림경  및 산림기계

화사업

▶ 대학원 진학 :  일반대학원 및 산학연협동 

석 ․ 박사과정

전공

학점

단수  57 학점 (전문29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2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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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FOR 101 산림자원학개론 3 3

2 FOR 151 임산학개론 3 3

2

1

FOR 201 지구산림환경자원학 세미나 3 3

FOR 202 자생식물수목학 3 3

FOR 203 목재해부학 및 실험 3 1 3 선택필수

2

FOR 251 목조주택재료 및 실습 3 1 3

FOR 252 목재물리학 및 실험 3 1 3

FOR 253 산림생태학 3 3 선택필수

전문

교육

과목

FOR 254 수목생리학 3 3

3, 4

1

FOR 301 산림자원경 학 3 3

FOR 302 산림유전육종공학 및 실험 3 1 3

FOR 303 목재화학 및 실험 3 1 3 선택필수

FOR 401 산림자원환경경제학 3 3

FOR 402 펄프제지학 및 실험 3 1 3

FOR 403 바이오신소재학 3 3

FOR 404 자연환경 복원학 및 실습 3 1 3

2

FOR 351 산림자원환경정책학 3 3 선택필수

FOR 352 공원휴양관리학 및 실습 3 1 3

FOR 353 산림지리정보공학 및 실습 3 1 3

FOR 354 목재보존학 및 실험 3 1 3

FOR 451 특수임산학 및 실험 3 1 3

FOR 452 산림자원보호학 3 3

FOR 453 조림학 및 실습 3 1 3 선택필수

FOR 454 산림생명공학 및 실험 3 1 3

    ※ 선택필수는 3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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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윤 화 
산림경  ․ 정책학

지구산림환경자원학 세미나, 산림자원경 학, 

산림자원환경경제학, 산림자원환경정책학, 

공원휴양관리학 및 실습

동국대 임학 / 동국대 임학 / 동국대 임학 농학박사

강 호 덕
산림생명공학

자생식물수목학, 수목생리학, 산림생명공학 및 실험

산림유전육종공학 및 실험, 조림학 및 실습

동국대 임학 / Iowa주립대 임학 / Iowa주립대 임학박사

김 대 
바이오신소재학

임산학개론, 목재물리학 및 실험, 목재화학 및 실험

바이오신소재학, 목재보존학 및 실험, 특수 임산학 및 실

험, 목재해부학 및 실험, 목조주택재료 및 실습

강원대 임산가공 / 강원대 임산가공 / 동경대 농학생명과학 농학박사

오 충 현
산림환경생태학

산림자원학 개론, 산림생태학, 산림지리정보공학 및 실습

산림자원 보호학, 자연환경 복원학 및 실습

서울시립대 조경학 / 서울시립대 조경학 / 서울시립대 조경학 공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산림경 정책

(ET, 경 ․정책, 휴양 

전문가 육성)

지구산림환경

자원학 세미나

산림자원경 학

산림자원환경경제학

산림자원환경정채학

공원휴양관리학 및 실습

지속가능시스템

거시경제학, 환경․경제와 통상

환경자원정책론

산림생명공학

(BT, 벤처 전문가 

육성)

자생식물 수목학

수목생리학

산림유전육종공학 및 실험

조림학 및 실습

산림생명공학 및 실험

유전학, 작물육종학

식물생리학 및 토양생물학

조직배양학 및 분자생물학

임산학

(BT, 목재, 종이 

산업계 진출)

목재해부학 및 실험

목조주택재료 및 실습

목재물리학 및 실험

목재화학 및 실험

바이오 신소재학

목재보존학 및 실험

특수임산학 및 실험

펄프제지학 및 실험

유기분석화학

고분자 화학 및 공학 

재료공학 및 신소재물리학

미생물학

산림환경생태 산림생태학

산림지리정보공학 및 실습

산림자원보호학

자연환경 복원학 및 실습

식물생태학 및 토양생물학

GIS, 지리조사방법

곤충학, 천적학, 세균비루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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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FOR101 산림자원학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Resources

산림자원의 역사, 산림자원 관련 직종, 산림

자원의 역할 및 현황 그리고 산림자원 이용

의 경향과 산림정책 등 산림자원 전반에 대

해 개괄한다.

FOR151 임산학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Products

산림에서 얻어지는 주산물과 부산물의 종류 

및 특성과 이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공산품과 

식품 그리고 신소재 등과 관련된 목재화학, 

접착제, 목재보존화학, 목재분석, 펄프, 제지, 

섬유판, Cellulose유도체, 목재의 탄화, 목재의 

가수분해, 특수임산물 등에 관한 기초적 이

론과 기술을 강의한다.

FOR201 지구산림환경자원학세미나  

World's Forest Environment 

and Resources Seminar

산림자원 관련 국․내외 논점에 대한 토론과 

발표력 증진을 도모한다.

FOR202 자생식물 수목학  

Endemic Plants and Dendrology 

자생목본식물의 기관구조 및 분류학적 특징

을 이해하고 식물의 형태적 특성을 습득하며 

최근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

물 유전자원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 국

제적인 논의에 대하여 강의한다.

FOR203 목재해부학 및 실험  

Wood Anatomy & Lab.

목재의 현미경적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특성

과 중요 수종에 대한 미세구조의 식별과 기

능 그리고 목재의 각 조직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 성분분석 및 해부학적 특성 등

을 강의한다.

FOR251 목조주택재료 및 실습  

Wood Housing Materials ＆ Practice 

목구조주택의 주재료가 되는 목재의 특성을 

목조주택과 관련하여 강의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조주택의 건축양식 및 다양한 목

질재료의 특성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FOR252 목재물리학 및 실험  

Wood Physics & Lab.

목재공학의 기초분야인 목재해부학적 성질, 

목재의 물리적 성질 및 목재의 기계적 성질

에 대한 특성과 그 측정원리에 대하여 강의

한다.

FOR253 산림생태학  

Forest Ecology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 및 특성에 대하여 강

의하고 산림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접근체계를 확립

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과 균형적인 이용

에 대하여 강의한다.

FOR254 수목생리학  

Tree Physiology

임목의 성장과 관련된 일반이론에 대하여 공

부하고 특히, 광합성, 호흡,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대사, 유기물, 무기물 작용에 대하여 탐

구한다. 

FOR301 산림자원경 학

Forest Resources Management

산림자원에 의존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의 생산, 배분, 소비에 관한 기초이론과 그들

의 산림자원 경 에의 적용성을 논하고 경제

적, 생물학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규제의 

다양성 내에서 산림자원의 다목적이용과 산

림생태계의 안정적 유지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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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302 산림유전육종공학 및 실험  

Forest Genetics and Breeding ＆ Lab.

임목의 유전력과 환경과의 관계, 신품종 육

성을 위한 선발육종, 교잡육종, 도입육종, 돌

연변이육종 등의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생명

공학을 적용하여 신기능성 임목의 개발에 대

하여 강의한다.

FOR303 목재화학 및 실험  

Wood Chemistry & Lab.

목재의 조성분 중 주성분인 Cellulose, Hemi

cellulose, Lignin과 추출성분인 Tannin, Terp

enoid 등에 대하여 강의와 실험을 병행하고, 

아울러 섬유소 유도체의 제조원리에 대하여 

강의한다.

FOR401 산림자원환경경제학  

Forest Resources Environmental 

Economics

목재공급, 임산물시장,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성, 임산물인증제 등에 대한 기본개념 파악

과 지구산림자원 시장의 경제분석, 목재의 

국제교역, 탄소, 생물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를 포함하는 환경자원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

한다.

FOR402 펄프 제지학 및 실험  

Pulp and Paper Science ＆ Lab.

펄프 및 제지공정을 다루는 학문으로 원목의 

조목에서 각종 펄프의 제조방법과 반응, 약

액 및 에너지 회수, 폐수, 대기오염 등의 환

경문제를 다루며 제지공정에서의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 처리 및 초지에 필요한 조작, 

원리, 기계 등을 다룬다.

FOR403 바이오신소재학  

Bio Novel Materials Science

목재가 갖는 최대한의 장점을 살리며, 화학

적, 물리적, 전기적 처리에 의한 새로운 재료

로의 변형 또는 목재의 형태를 액화, 열변환

에 의해 처리하여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함으

로써 목재의 고부가가치 부여 및 석탄 및 석

유자원의 대체재료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FOR405 자연환경 복원학 및 실습  

Natural Environment Rehabilitation

& Practice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생태학적 측면에서 

진단․평가하고, 적절한 복원기법을 적용하

는 방법 및 관련 기술․소재 개발에 대해 탐

구한다.

FOR351 산림자원환경정책학  

Forest Resources Environmental  Policy

산림자원 및 환경정책 개발과 이행을 위한 

참여자와 정책과정,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

해와 더불어 정책분석법을 탐구한다.

FOR353 공원휴양관리학 및 실습  

Outdoor Recreation & Practice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

원휴양자원의 제공에 관련된 직업교육과 지

식의 응용, 그리고 휴양지 개발, 정보교환 등

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

는 공원휴양지 공급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FOR354 산림지리정보공학 및 실습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Practice

자연자원의 이용과 경제적 기능, 공익적 기

능을 종합하여, 물량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본적인 

방책을 연구하며, 실제적인 컴퓨터의 실습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분석한다.

FOR356 목재 보존학 및 실험  

Wood Preservation ＆ Lab.

목재를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열화요인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수단과 각종 처리 

기술, 그리고 사용 보존약품의 반응기구 사

용방법을 강의한다.

FOR451 특수 임산학 및 실험  

Special Forest Products Science 

& Lab.

각종 임산부산물의 종류와 이들의 채취방법 

그리고 식용균이의 재배법 및 그 밖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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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성분의 이용방안에 대한 원리를 강의한

다.

FOR452 산림자원 보호학  

Forest Resources Protection 

산림자원 보호의 의의, 필요성, 산림보호 방

법, 산림에 가해지는 상해의 성질과 그 원인

을 규명하며 산림위해의 분류, 기상의 해, 인

위적인 해, 산림해충의 해, 산림과 공해 및 

방제 이론을 습득하게 한다.

FOR453 조림학 및 실습  

Silviculture ＆ Practice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종자, 묘목식재, 

산림무육, 갱신방법 등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강의하고 조림학의 기초이론을 임지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FOR454 산림생명공학 및 실험  

Forest Biotechnology & Lab.

생명공학, 유전공학 방법을 적용하여 의 ․ 

약․식품자원 등 신기능성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정화기술, 최신생

명공학 기술을 연구하여 바이오벤처 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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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본 학과는 식품자원산업의 경제․사회적 그

리고 공간적 제 현상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학습하게 하여 식품산업의 잠재된 경제․사회

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된 식

품수요공급이란 국민 경제적 과제와 함께 식품 

벤처산업개발 및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기업 경 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본 학과는 환경친화적 식품자원개발 및 

효율적 이용과 연구, 식품산업 및 식품관련 산

업의 구조개선과 기업특성화, 식품자원산업의 

고부가가치창출과 마케팅전략 개발 및 유통의 

조직화, 정보화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 식품생산․가공․분배 및 

유통․소비부문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전

문경 매니저 및 컨설팅, 물류매니저 및 식품

마케팅분석, 환경농업정책 및 환경 향평가, 지

역산업개발 및 경제․경  정책과 분석 등의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다가올 미래사회는 과거의 생산만을 중심으

로 하는 농․수․축산업에서 탈피하여 식량자

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 지향적 식품개

발을 위한 기능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첨단기술

에 의한 생산․가공․유통 및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조직적 기술진보를 통한 농업관

련 산업, 특히 식품가공 및 유통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농식품 정보산업 등 특수 전문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식품자원 유통과 관련된 고도의 경제 사

회적 전문지식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인류가 

직면한 안정된 식량 공급이라는 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본 학과 전공학생들은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 

경 자와 관리자 그리고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1) 경 자 : 생산분야 경 자, 유통분야 

경 자 · 최종목표 : 전문경 자 2) 관리자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무 관련직 · 최종목

표 : 관리책임자 3) 전문직 : 조사/분석 전문가 

(경 , 정책, 연구소, 교육 및 언론기관 등) · 

환경농업 향평가사 (생산 및 소비자 단체, 연

구원 및 공공기관) · 지역경제 및 산업개발 

(지역자치단체, 시민단체) · 식품마케팅전략개

발 (식품제조 및 가공업, 식품생산자단체) · 식

품물류매니저 (식품자공산업체, 물류업) · 식품

산업정보매니저 (식품벤처산업체, Information 

Provider 산업) · 기업경 컨설팅 (식품산업 및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 연구소)

식품자원경제학
Food Resources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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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FRE 101 식품경제의 이해 3 3

2 FRE 151 식품경제원론 3 3

2

1

FRE 201

FRE 202

FRE 203

FRE 204

식품경 학

산업사회학

식품미시경제론

지속가능시스템

3

3

3

3

3

3

3

3

2

FRE 251

FRE 252

FRE 253

FRE 254

푸드시스템

식품거시경제론

조사 및 정보처리 PC실습

식품환경경 론

3

3

3

3

3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FRE 301

FRE 302

FRE 303

FRE 304

FRE 305

FRE 306

FRE 307

식품산업경 실습

식품경 회계

식품계량경제학

환경 향평가론

식품유통론

협동조합론

농업경제학

3

3

3

3

3

3

3

2

3

3

3

3

3

3

2

2

FRE 351

FRE 352

FRE 353

FRE 354

FRE 355

FRE 356

FRE 357

식품산업금융론

식품마케팅론

식품물류관리론

식품산업경 분석론

지역경제세미나

애그리비지니스

식품경 전략세미나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전공

학점

단수   57학점 (전문29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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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유 덕 기

지역경제
식품경제의 이해, 식품경제원론, 식품산업경 실습,  

애그리비지니스, 지역경제 세미나

동국대 농업경제 / 독일 Bonn 대 농업경제 / 독일 Bonn 대학교 이학박사- 농촌지역경제전공

윤 성 이
식품산업환경

지속가능시스템, 식품환경경 론, 환경 향평가론, 

식품경 전략세미나, 

동국대 농업경제 / 쯔쿠바대 환경과학 / 일본 동경대학교 공학박사

권 승 구

식품마케팅
산업사회학, 푸드시스템, 식품유통론, 협동조합론, 

식품물류관리론, 식품마케팅론

동국대 임학 / 동국대 농업경제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농업경제학과

황 재 현

식품산업경
식품경 학, 식품거시경제론, 식품경 회계, 

식품산업경 분석론, 농업경제학

동국대 농업경제 / 큐슈대 농업경제 / 일본 큐슈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식품유통 및 마케팅과 경  

관련 분야

푸드시스템

산업사회학

식품경 학

식품마케팅론, 식품물류관리론

협동조합론, 식품유통론

식품산업경 분석론

식품산업환경 관련 분야
지속가능시스템, 식품환경경 론

조사 및 정보처리, PC실습

식품경 전략세미나, 환경 향평가론

식품경 회계

지역산업 및 

경제와 관련된 분야

식품경제의 이해, 식품경제원론

식품미시경제론, 식품거시경제론

식품산업경 실습, 애그리비지니스

식품계량경제학, 지역경제세미나

농업경제학, 식품산업금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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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FRE101 식품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in Food Economics

농・식품 및 식품 관련 산업에서 나타나는 

생산 및 소비 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의해 발

생되는 경제적 제 문제와 식품수급의 흐름과 

상호관계, 푸드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품산업 시스템과 기본경제이론을 학습하며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소비자 및 생산자

균형이론,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이론 등의 경

제적 요인 및 특성을 비교・학습한다.

FRE151 식품경제원론

Introduction to Food Economics

국민경제에 있어서 식품경제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역할과 특수성을 파악, 분석할 수 있

는 경제 및 구조정책적 기초이론을 학습한

다. 특히 국민소득론, 국민경제 순환론, 산업

연관 모델 등에 대한 거시적 경제이론을 토

대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이론

을 학습한다

FRE201 식품경 학

Food Management

경 학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농․식품 기업경 의 목적인 극대순수익을 지

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생산요소를 가장 합

리적이며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탐구하

도록 하며, 식품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FRE202 산업사회학

Industrial  Sociology

지역사회의 본질과 농촌사회, 도시와 산업사

회, 정보화사회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경제․

사회적 변화관계를 규명하여 공간적 사회현상

과 근대적 과제를 모색한다.

FRE203 식품미시경제론

Food Price

자유시장경쟁 하의 식품 가격형성 원리를 비

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가격형성의 

법칙성을 밝혀냄과 아울러 가격 변동의 원리

와 식품 가격정책 및 시장의 성격을 규명한다.

FRE204 지속가능시스템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유기농업과 생태농업

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기법 및 

전략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며 농․식품산업

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FRE251 푸드시스템

Food System

현대 식품경제의 다양한 시스템구조와 식품

산업의 변화와 특성, 식품시장의 소비패턴의 

변화와 적응가능성, 푸드시스템의 중심적 역

할을 하고 있는 농업, 식품공업 및 유통업 그

리고 외식산업의 역할을 검토하여 국민경제

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식품공급이란 국민경

제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다.

FRE252 식품거시경제론

Agri-Food Income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이해한 다음 식품산업

소득의 결정요인을 해명하고 산업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

다

FRE253 조사 및 정보처리 PC실습

Research and Practice of Agri-Food 

Information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초이론과 최상의 식품시장정보 및 자료의 

조사방법, 과학적 조사의 기본요소와 자료분석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식품산업, 지역산업 

연구 및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조사자료의 

특징을 다양한 컴퓨터 분석방법을 통하여 전

산처리 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자료의 

객관적 통계처리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FRE254 식품환경경 론

Food Resource  Economics

자원이용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로 토지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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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 노동의 본질, 농업생산의 특질과 관련

된 경제적 이동에 관한 실태와 경제개발에 따

른 제 문제를 다룬다.

FRE301 식품산업경 실습

Management Practice of Agri-Food

농․식품산업의 기업경 이론을 현장체험을 

통하여 분석, 평가하며 경 철학과 경 전략, 

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등을 비교․분석하

며, 선진 농업기술과 경 기법 및 마케팅 전

략 등을 학습하며 농․식품산업의 발전방향

을 검토한다.

FRE302 식품경 회계

Food Management Accounting

부기 및 회계원리를 바탕으로 식품기업에 대

한 경 분석과 경 계획 및 의사결정과 통제

를 위한 회계학적 방법론을 학습하도록 한다.

FRE303 식품계량경제학

Food-Resource Econometrics

농업 및 식품자원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

가분석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경제 분야에 대

한 계량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모형, 파라미

터의 추정 등을 강의하고 응용능력을 향상시

킨다.

FRE304 환경 향평가론

Valuation of Environment Effects

환경 친화적 식품산업육성과 개발에 필수적인 

환경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며 친환경 식품산

업육성정책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FRE305 식품유통론

Agri-Food Distribution

현대 마케팅과 식품마케팅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식품유통의 이론과 실

제, 수요공급의 특성, 유통조직, 경쟁구조, 공

동판매, 식품유통의 최신방향, 식품유통의 문

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을 다룬다.

FRE306 협동조합론

Cooperatives

협동조합의 역사, 사상, 본질, 사명, 원칙, 조

직, 사업 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농업협

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당면과제 및 전개방향, 

산지생산자조직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

향 등을 다룬다.

FRE307 농업경제학

Agricultural Economics

농업산업의 특성과 경제원리에 기초한 농업경

제의 이론적 원리를 학습한다. 특히 농업산업

의 역할과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경제적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농식품 생산

을 위한 기술적 지식과 토지, 노동, 자본 및 경

 등 희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된 재화

의 합리적 분배 및 소비를 위한 제경제 현상을 

연구한다.

FRE351 식품산업금융론

Food Industrial  Finance

화폐금융의 기초이론을 이해한 다음, 식품산업 

금융의 의의와 중요성, 특수성, 상호금융의 이

론과 실제 및 식품산업 금융정책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FRE352 식품마케팅론

Agri-Food Marketing

현대 마케팅과 식품마케팅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문화적 제도적 산물로서

의 시장의 발생, 발달과 유통현상의 변화, 발전

과정의 관련성을 이해한 다음 식품마케팅의 

기본적인 사고인 시장과 고객지향적인 마인드

를 심어주고, 성공적인 마케팅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고

자 한다. 

FRE353 식품물류관리론

Agri-Food Logistics Management

식품산업의 물류시스템의 기본원리를 파악하

고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조직과 물류활

동의 요소와 기능을 학습하여 물류코스트 절

감방안과 합리적 물류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FRE354 식품산업경 분석론

Analysis of Food Industr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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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분석론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식품기업

경 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성

과분석 및 비교방법 등 식품기업경 을 종합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경 분석 개념

과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FRE355 지역경제세미나

Seminar for Regional Economics

경제원리 및 지역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

적 산업경제구조 및 지역경제 정책적 모델과 

원리, 그리고 지역농업, 환경 및 관광농업 등 

지역산업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분석방법을 

학습하여 농촌지역개발 전략가능성을 모색한

다

FRE356 애그리비지니스

Agri-Business

식품 및 식품연관산업의 시스템과 구조적 특

징을 파악 분석하며 농업산업, 특히 식품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마케팅전략 및 정

책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FRE357 식품경 전략세미나

Seminar for Food Management

Strategy

개방 경제시장 하에 식품기업경 의 마케팅 

전략의 특성과 경 관리기법을 비교 분석하

고 식품산업의 시간적, 공간적, 질적, 양적 불

균형 수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경 전략

개발 가능성을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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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식품공학교육의 기본 목표는 인간의 생명유

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품에 관한 이공학

적인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있다. 본 

전공에서는 생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등

의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현대 식품산업기술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최신 식품가공 및 저장 기

술, 식품 분석 및 위생, 식품공정학 및 자동화, 

발효공학 및 생물공학, 특수 기능성 식품 등에 

관한 응용학문의 이론을 실험실습과 병행하여 

교육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실무

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제 해결에 

대한 응용력과 창의력을 갖게 되어 산업계나 

학계에서 크게 공헌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

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식품공학전공교

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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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기능성, 편이성을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설계 및 가공법을 개발한다.

  • 식품 신소재 및 제품의 개발을 위한 생물  

 공학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한다.

  2. 생산관리

  • 식품 가공 및 저장법에 따른 생산 공정을 

이해한다.

  • 최적의 생산 공정 조건을 예측한다.

  • 생산 공정을 위한 기계장치 및 공장 시스

     템의 조건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 생산 공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계측제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3. 품질관리

  • 식품의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품질 분석

에 관련된 이론을 이해한다.

  • 품질 분석 결과를 반 하여 가공법 및 생

산조건을 개선한다.

  • 품질 관리을 위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

한다.

  4. 위생관리

  •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미생물 및 화학적 위해(危害) 

분석을 수행한다.

  • 식품 원재료의 생산에서 시작하여 가공품 

식품공학
Food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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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

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각 단계에

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및 화학적 

위해 요인들을 조사하여 관리한다.

  5. 기술 마케팅

  • 판매 시장을 분석하고 신제품 개발의 필

요성을 이해한다.

  • 식품 및 가공 특성의 이해에 근거한 기술

마케팅을 구상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식품에 대한 과학과 기술은 민족과 지역 그

리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최

근 식품과학기술의 발달과 건강지향적 가치관

의 변화에 힘입어 양성, 기호성, 안전성, 건

강기능성 등이 부가된 다양한 식품들이 연구대

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문의 깊이도 

보다 첨단화되고 있다. 또한 인간 유전자 지도 

완성 후 질병에 대한 대처가 치료에서 예방으

로 전환되고 있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리

조절 기능을 갖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므로 식품산업은 미래 생

물공학 시장에서 의약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이나 천연물에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성

분을 탐색하고,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

여 이를 식품으로 상품화시키는데 식품공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동국대 식품공학과는 1961년 국내에서 최초

로 창설된 이래 1,600 여명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 고 이들은 현재 국내 식품관련 업체,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CJ, 두산, 롯데 

등의 식품생산 산업체; 신세계, 농협 등의 식

품유통업체; 식약청을 비롯한 보건관련 정부기

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능성식

품업체와 외식산업, 단체급식업체, 제빵ㆍ제과

ㆍ제면업체 등의 진출도 활발하다. 식품 및 외

식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식품공학 출신 졸업생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공

학점

단수  57학점 (전문  29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  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1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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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2 FOO 151 식품과학과 산업 3 3

2

1

FOO 201

FOO 202

FOO 203

식품재료학

식품분석화학

유기화학

3

3

3

3

3

3

어강의

어강의

2

FOO 251

FOO 252

FOO 253

식품미생물학I

생화학

식품분석실험

3

3

3

3

3

1 4

선택필수

어강의

선택필수

전문

교육

과목

3, 4

1

FOO 301

FOO 302

FOO 303

FOO 304

FOO 305

FOO 401

FOO 402

FOO 403

FOO 404

식품화학

분자생물학입문

식품저장학

식품미생물학실험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실험

식품미생물학II

기능성식품학

식품물리화학

식품가공학실험

3

3

3

3

3

3

3

3

3

3

3

3

1

1

3

3

3

1

4

4

4

선택필수

어강의

어강의

선택필수

2

FOO 351

FOO 352

FOO 353

FOO 354

FOO 355

FOO 451

FOO 452

FOO 453

FOO 454

식품공정학

식품가공학

양화학

식품화학실험

식품공학

곡류과학

식품품질관리 및 관능검사

발효공학

식품위생학

3

3

3

3

3

3

3

3

3

3

3

3

1

3

3

3

3

3

4

선택필수, 어강의

선택필수

어강의

어강의

※ 선택 필수는 4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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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승 주
식품가공공학 식품공정학, 곡류과학, 식품재료학, 식품물리화학

서울대 식품공 / Massachusetts(Amherst)대 식품공학, Ph.D.

홍 광 원
생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입문, 생물공학, 생화학실험

동국대 식품공 / 고려대 농화학 / 고려대 농화학 농학박사

유 병 승
식품가공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품질관리학,     

 식품가공학실험

동국대 식품공 / 고려대 식품공 / Rhode Island 주립대, 식품공학 Ph.D.

이 광 근
식품화학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화학, 식품화학실험

서울대 식품공 / 서울대 식품공 / California(Davis)대, 식품공학 Ph.D.

신 한 승
기능성 식품학 기능성식품학, 양화학, 유기화학, 식품분석실험

성균관대 낙농/  Michigan 주립대 식품과학 Ph.D.

김 왕 준
생물공학  식품미생물학, 발효공학, 식품미생물학실험

동국대 식품공 / 동국대 식품공/ University of Wyoming Ph.D.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식품개발 및 

식품품질관리

분야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재료학

유기화학, 생화학

식품분석화학

식품미생물학1

식품분석실험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곡류과학

식품품질관리 및 관능검사

양화학, 식품물리화학

식품화학실험, 식품가공학실험

식품미생물학실험, 식품공학

일반화학 및 실험

일반물리화학 및 실험

생물학개론

일반통계학 및 실습

기기분석, 식품경 학

식품유통론, 식품마케팅론

식품공정 및 

위생관리 분야

식품분석화학

식품미생물학1

식품공정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II

식품미생물학실험

식품분석실험

열전달

물질전달

세균바이러스학

생물통계학

기능성 식품 및 

생명공학관련

분야

생화학, 기능성식품학

유기화학, 식품분석화학

분자생물학입문

생화학실험

식품화학, 식품물리화학

식품가공학

생물공학

식품화학실험

생물통계학, 기기분석

분리기술공학, 콜로이드공학

생물화학공학, 면역학

식물생명공학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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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FOO151 식품과학과 산업

         Food science and Industry

식품산업의 일반적인 형황 및 동향을 식품분

야별로 파악함으로서 식품에 관심이 있거나 

식품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식품산업 전반

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전체 산

업에 있어서 식품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한

다.

FOO201 식품재료학 

         Characteristics of Raw Food Material

식품가공의 이해에 필수적인 식품재료 전반

의 근원 및 이화학적 성질을 곡류, 두류 및 

서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식품재료, 수산물, 

기타 식품재료를 대상으로 강의한다.

FOO202 식품분석화학 

         Food Analytical  Chemistry

식품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필요한 기초

이론인 분석화학기초, 부피분석법, 적정법에 

대한 이론과 기기분석에 쓰이는 여러 기기

들, 즉 분광광도계,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GC, HPLC의 원리에 대한 이론과 이를 식품

분석에 응용하는 실제에 대해 강의한다.

선수권장 교과목 : 일반화학 및 실험ⅠㆍⅡ

FOO203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에서 그 외

에 다른 원소가 붙은 화합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화합물들의 구조, 결합, 특성, 이성질체, 

반응메커니즘, 합성, 이용 등에 대한 기본적

인 내용을 강의한다.

FOO251 식품미생물학 I 

         Food Microbiology

미식품관련 미생물의 분류, 생리, 대사, 구조

와 기능, 생육, 유전 등 미생물의 기초지식 

및 식품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 생물

학적 저장, 젖산균과 건강 등을 강의한다.

FOO252 생화학 

         Biochemistry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세포의 구조

와 기능, 생명체들의 생물학적 활동성과 연

관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질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획득한 

양원들로부터 화학적 에너지를 얻는 이화작

용과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생체고분자 물질들을 합성하는 동화

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FOO253 식품분석실험 

         Food Analysis Lab

식품분석의 기초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의 사용법을 익히고 식품분석의 이론에서 학

습한 부피 분석법, 무게 분석법, 비색분석법 

등에 의하여 시료 중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성분을 정량하는 방법을 실험한다.

FOO30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의 기본성분인 수분, 지방질,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특수성분인 색깔, 

냄새, 맛 등에 대한 화학과 그의 이화학적 특

성, 식품 중의 역할, 식품의 가공, 저장 및 조

리 중 이들 성분의 변화 등에 대해 강의한다.

선수권장 교과목 : 유기화학, 식품분석화학

FOO302 분자생물학입문 

         Introduction to Molecular Biology

유전물질인 DNA와 RNA의 구조 및 특성,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의 합성에 이르

기까지 유전정보의 발현과정 및 조절 메커니

즘, 돌연변이 등을 강의하며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그 응용가능성을 

소개한다. 

FOO303 식품저장학 

         Food Preservation

본 강좌(기존 : 식품가공학Ⅰ)는 2학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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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학 강좌를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공 교과목으로서, 식품가공에 있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가열, 냉장, 냉동, 건조, 농축, 

조사공정 등 기본적인 식품가공 및 저장에 

관한 이론, 원리를 강의 하고, 또한 식품저장 

중 발생하는 식품의 변질, 변패와 방지법에 

대해 강의 한다.

선수권장 교과목: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FOO304 식품미생물학실험 

         Food Microbiology Lab

배지의 조제, 살균, 미생물의 순수분리, 현미

경의 관찰, 염색, 배양, 균수 및 균체 크기 측

정 등의 기본적인 미생물 실험 방법을 익히

고 미생물의 생리, 효소, 길항작용 등을 실험

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FOO305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실험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Lab.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정성 및 정량방법, 효

소의 분리, 정제 및 분자량결정, 효소의 활성

측정에 의한 반응속도론, 혈액중의 당 검사

나 GOT와 GPT 효소들의 활성을 측정하는 

간기능 검사, 유전물질인 DNA를 이용한 형

질전환, DNA의 분리 및 정제, PCR을 이용하

여 GMO나 foodborne pathogen들에 대한 유

전자 검사 등을 실험한다. 

FOO351 식품공정학 

         Food Processing Engineering

식품가공 및 저장의 기본 조작인 살균, 냉장 

및 냉동, 건조, 농축, 포장, 추출, 분리, 성형, 

압출성형 등의 이화학적 원리 및 적용을 강

의한다.

FOO352 식품가공학 

         Food Processing

본 교과목(기존 식품가공학Ⅱ)은 “식품저장

학”의 연속강좌로서 식품저장학 이수가 필수

적인 강좌이다. 본 강좌에서는 농산가공. 축

산가공. 수산가공에 관련되는 원료의 검사, 

전처리, 가공방법, 각 공정별 원리, 가공과정 

중 변화 및 품질검사요령에 대해 식품가공산

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강

의한다. 

선수권장 교과목 : 식품저장학, 식품화학

FOO353 양화학 

         Nutritional Chemistry

인체에 필수성분인 수분이나 탄수화물, 단백

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과 같은 양소들

의 화학적 성분과 기능, 소화, 흡수, 에너지대

사 및 양의 과잉이나 결핍 시 발생되는 여

러 가지 건강장애에 관하여 강의한다.

FOO354 식품화학실험 

         Food Chemistry Lab.

식품의 기본성분인 수분, 지방질,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에 대한 화학과 그

의 이화학적 특성, 식품 중에서의 역할 식품

의 가공, 저장 및 조리 등 이들 성분의 변화 

등에 대하여 강의 한다.

FOO355 식품공학  

         Food Engineering

식품공학의 수리적 기초이론 및 전달현상인 

단위환산,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습윤도표, 건조, 증발, 냉동

사이클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선수권장 교과목: 식품저장학

    

FOO401 식품미생물학 II   

         Food Microbiology II

식품의 변패와 관련된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저장, 변질, 식인성 질병, 유해미생물의 억제, 

미생물학적 위해관리, HACCP 등을 강의한

다.

FOO402 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s

인체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여하는 기능성식품 및 기능성 소재의 종류

와 특성을 비롯하여 생체방어, 생체리듬 조

절 기능 및 메커니즘 적용방법, 기능성 및 안

전성 평가방법, 관련법규 등에 관하여 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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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403 식품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for Food

식품가공에 의한 물리화학적 현상을 열역학, 

kinetics, glass transition, 레올로지, 젤화 등의 

관점에서 강의한다. 

FOO404 식품가공학실험 

         Food Processing Lab.

식품저장학 및 식품가공학에서 배운 식품가

공 및 저장의 이론 강좌와 연계되는 교과목

으로서 기본적 이론 내용과 실험실습을 통해 

농산가공, 축산가공, 수산가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공식품들의 제조방법 및 기술과 이

들 가공식품들의 품질특성에 관한 측정기술

을 습득한다.

선수권장 교과목 : 식품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FOO451 곡류과학 

         Cereal Science and Technology

곡류의 기초화학, 저장, 제분, 맥아제조 및 양

조, 제빵, 제과, 제면, 스낵 가공의 이화학적 

원리 및 적용을 강의한다.

FOO452 식품품질관리 및 관능검사

         Food Quality Control and Sensory    

         Evaluation

식품의 가공 및 저장 등 식품생산과정에서, 

또는 최종가공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품품질관리 이론 및 방법, 물리화학적 품질

특성을 강의하며, 특히 식품의 품질특성 평가 

기술로서의 식품관능검사에 대한 이론과 측정

방법을 강의한다.

선수권장 교과목 : 식품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FOO453 발효공학 

Fermentation Technology

유전공학의 이론, 응용, 균주의 분자생물학적 

육종, 발효방법, 발효식품의 제조, 발효에 의

한 유기산, 아미노산, 정미성 핵산, 효소, 비타

민, 다당류의 생산 등을 강의한다.

FOO454 식품위생학 

Food Hygiene

식품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 오염원 및 생성메커니즘, 유해물질의 특성 

및 예방법과 식품안전에 관련된 여러 법규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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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우리 전자공학 프로그램에서는 능력을 갖춘 

전자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

며 전자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적인 

향과 사회인으로서의 책임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윤리관, 책임감, 협동심, 의사소통능

력을 두루 갖춘 인격적인 사회인으로 배출해야 

함을 강조하 다.  또한 기술인의 기본소양에

다 프로젝트 관리능력과 리더십을 갖춰 장차 

관리자, 경 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도 키

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큰 주제

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공학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수립하 다.

  1.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학, 과학 기초지식과 전자공학 

전공지식의 폭넓은 학습을 바탕으로, 주제 분석, 

실행 계획, 구체적 실현 및 결과 고찰 등의 실

험, 실습교육을 통하여 종합적인 응용능력을 배

양한다.

  2. 첨단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전자공학기술

이 사회에 미치는 향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실생활에서 전자공학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요구되는 조건에 맞는 창의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능력을 배양한다.

  3.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격적 공학인재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바른 윤리관과 책임

감,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

한다.

  4. 기술인의 기본소양을 두루 갖추고, 프로젝

트관리능력과 리더십을 배양하여 장차 조직을 

관리하고, 기업을 경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운

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전자공학은 21세기 정보지식산업의 핵심 

역인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로보틱스, 상 

및 음성 분야 등의 기술발전을 주도하는 학문

분야이다. 또한 전자 산업은 기술 집약적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술발전 속도가 갈수

록 가속화되고 있으며 벤처 산업의 요람이 되

며 21세기 정보지식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삼

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중요 수출

항목인 반도체, LCD, 무선통신 단말기 등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전자공학은 필수적인 분야

전자공학
Electronic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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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 수

준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이다. 또한 자동차, 조

선, 항공 산업에서 전자공학 분야는 급속도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전자공학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분야이며 전자기기의 

무선화, 고속화, 소형화, 대용량화의 추세에 맞

춰 전자공학분야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

다. 전자공학 분야의 인력 역시 계속적으로 많

은 수요를 필요로 할 것이며, 전자공학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의 그 희소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 후 진로

  전공학생들의 예상진로는 전자, 반도체, 통

신, 멀티미디어, 컴퓨터, 자동차 관련 제조 EH

는 연구개발업체와 이와 관련된 정부출연 연구

소 및 정부투자 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더욱 

심도 있는 학문탐구를 원하는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처기

업의 설립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 포함/비인증)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0 학점

학문기초  3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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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ELE 101 창의적 전자공학 설계 3 1 4 전필

2
ELE 151 C 언어 및 데이터 구조 3 1 4 전필

ELE 152 전자수학 2 2

2

1

ELE 201 전자장론 I 3 3 전필

ELE 202 3 3 전필회로이론 I

ELE 203 물리전자공학 I 3 3 전필

ELE 204 디지털공학 2 2 전필

ELE 205 전자실험 I 1 2 전필

2

ELE 251 회로이론 II 3 3

ELE 252 물리전자공학 II 3 3

ELE 253 전자장론 II 3 3

ELE 254 전자실험 II 1 2

ELE 255 논리회로설계 3 2 2

전문

교육

과목

3, 4

1

ELE 301 전자회로 및 실험 I 4 3 2 전필

ELE 302 초고주파 회로 및 설계 3 2 2

ELE 303 신호 및 시스템 설계 3 2 2 전필

ELE 304 고체전자소자 3 3

ELE 305 컴퓨터구조 및 설계 3 2 2

ELE 306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3 3 어강의

ELE 401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3 1 4

ELE 402 광전자공학 2 2

ELE 403 디지털 통신 및 실험 3 2 2 어강의

ELE 404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3 2 2

ELE 405 멀티미디어공학 및 실험 3 2 2

ELE 406 졸업논문 1 1 전필

2

ELE 351 전자회로 및 실험 II 4 3 2

ELE 352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및 실험 3 2 2

ELE 353 전파공학 및 실험 3 2 2

ELE 354 통신이론 및 실험 3 2 2

ELE 355 디지털신호처리 및 설계 3 2 2

ELE 356 SoC 설계 3 2 2

ELE 451 반도체 공정 2 2

ELE 452 졸업논문 1 1 전필

ELE 453 이동통신공학 2 2

ELE 454 디지털제어 및 실험 3 1 4

ELE 455 컴퓨터 네트워크 2 2

ELE 456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3 2 2

※ 설계학점 18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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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진 구
반도체 공학 물리전자공학 Ⅱ, 전자실험Ⅱ, 고체전자소자

항공대 전자공 / Oregon주립대 반도체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신 재 호
디지털 신호처리 회로이론Ⅰ,Ⅱ, 전자실험Ⅰ,Ⅱ, 디지털공학

서울대 전자공 / 서울대 전자공 / 서울대 전자공 공학박사

황 인 석
디지털/아날로그 회로설계 신호 및 시스템설계, 컴퓨터구조 및 설계

서울대 전자공 / Wisconsin-Madison대 전자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엄 기 환
제어계측 전자회로 및 실험Ⅰ,Ⅱ,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동국대 전자공 / 인하대 전기공 / 동국대 전자공 공학박사

원 치 선
디지털 상처리

전자수학, 졸업논문, 멀티미디어 공학 및 실험, 

디지털 신호처리 및 설계

고려대 전자공 / Massachusetts(Amherst)대 전기∙컴퓨터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박 형 무
초고속 집적회로 설계

전자회로 및 실험 Ⅰ,Ⅱ, 졸업논문, 전파공학 및 실험, 

전자장론Ⅰ,Ⅱ

서울대 전자공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박 현 창
반도체 및 집적회로

물리전자공학Ⅰ,Ⅱ, 전자회로 및 실험Ⅰ,Ⅱ, 고체전자소자

초고주파 회로 및 설계

서울대 전자공 / Cornell대 전자공 / Cornell대 전자공 공학박사

홍 유 표
ASIC 설계

디지털공학, 논리회로 설계,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연세대 전기공 / Southern California대 전기공학 석사, 컴퓨터공 공학박사

김 삼 동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물리전자공학ⅠⅡ, 광전자공학, 고체전자소자

서울대 금속공 / 서울대 금속공 / Stanford대 반도체공정 공학박사

김 건 욱
컴퓨터구조 및 병렬처리

창의적 공학 설계, 컴퓨터구조 및 설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및 실험

동국대 전자공 / Florida주립대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과정 Ph.D

황 승 훈
통신 신호처리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디지털통신 및 실험, 

통신이론 및 실험

연세대 전기공 / 연세대 전기공 / 연세대 전기공 공학박사

손 인 수

통신공학
창의적 공학 설계,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디지털 통신 및 실험, C언어 및 데이터 구조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컴퓨터공학 /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전기공학 / 

South Methodist University  전기공학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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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공통기초 및 실험
회로이론Ⅰ, Ⅱ

전자실험Ⅰ, Ⅱ

전자회로 및 실험Ⅰ, Ⅱ

졸업논문

마이크로
전자공학

물리전자공학 Ⅰ, Ⅱ

고체전자소자

초고주파 회로 및 설계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반도체공정

전보통신 및
전파환경

창의적 전자공학설계

C언어 및 데이터 구조

전자수학

전자장론 Ⅰ, Ⅱ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전파공학 및 실험

통신이론 및 실험

광전자공학

디지털통신 및 실험

이동통신공학

멀티미디어 및
신호처리

신호 및 시스템 설계

디지털신호처리 및 설계

멀티미디어 공학 및 실험

전자응용시스템
디지털공학

논리회로설계

SoC설계

컴퓨터구조 및 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및 실험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컴퓨터 네트워크

디지털제어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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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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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LE101 창의적 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전자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인

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LE151 C 언어 및 데이터 구조 

C Language and Data Structures

C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배운다. 강의 내용은 

C언어의 기본요소 이해 및  구조체, 연결 리

스트, 스택, 큐 개념을 익히고 객체지향 프로

그래밍의 기초를 다진다.

ELE152 전자수학 

Electronic Mathematics

C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배운다. 강의 내용은 

C언어의 기본요소 이해 및  구조체, 연결 리

스트, 스택, 큐 개념을 익히고 객체지향 프로

그래밍의 기초를 다진다.

ELE201 전자장론Ⅰ 

Electromagnetic Field Theory I

자유공간 및 유전체내에서의 쿨롱의 법칙 및 

전계의 세기, 전계의 에너지 및 전위의 개념

을 강의하고 전자장론 해석에 쓰이는 벡터해

석을 다룬다.

ELE202 회로이론Ⅰ 

Circuit  Theory I

회로이론은 시스템분야의 심층전공을 이해하

기 위한 필수과목이다. 전기의 기본개념에서

부터 소자의 정의, 각종 정리/법칙, 회로의 해

석/설계에 이르는 전공 역을 배운다. 다양한 

회로의 해석을 통하여 특성, 시간응답, 주파수 

응답, 전력이용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LE203 물리전자공학Ⅰ

Physical  Electronics I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

한 반도체 결정구조, 평형 및 비평형상태에서

의 반도체 특성, 반도체 내에서의 전하 이동

현상 등 반도체 물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ELE204 디지털공학

Digital Engineering

2진수 체계에서의 신호 표시 및 부울 대수, 

사칙연산 등 2진 논리의 기초 대수를 강의한

다. 그리고 논리 게이트를 기반으로 한 조합

회로 이론을 다룬다.

ELE205 전자실험Ⅰ

Electronics Laboratory I

회로해석의 기본이 되는 옴의 법칙, 키르히호

프의 법칙 및 각종 이론을 실험에 적용시키

고, 여러 소자들을 이용하여 회로를 결선하고 

기재자 사용법을 익힌다.

ELE251 회로이론Ⅱ

Circuit  Theory Ⅱ

전자,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기

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전기소자들의 연

결로 구성되는 각종 회로들의 특성, 시간응답, 

주파수 응답, 전력 및 에너지 등에 관한 해석

능력을 배양시켜,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기능의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LE252 물리전자공학 Ⅱ

Physical  Electronics II

반도체 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이오

드, FET, BJT 등 다양한 반도체 전자소자의 

기본 동작원리를 강의한다.

ELE253 전자장론 Ⅱ

Electromagnetic Field Theory Ⅱ

유전체 및 도체내의 전계 사상에 의한 매질내

의 장의 분포를 다루고 정상자계 및 자성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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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장의 해석에의 수리적인 포이슨 및 라

플라스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ELE254 전자실험 Ⅱ

Electronics Laboratory Ⅱ

논리회로 게이트, 플립플롭, 카운터 등 각종 

디지털 회로의 활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

며 상용 MSI 및 LSI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의 

구현을 실험한다.

ELE255 논리회로설계

Logic Design

디지털 회로의 기본 기억소자인 플립플롭으

로부터 메모리, 유한상태기계, 파이프라이닝, 

HDL등을 이용한 다양한 순차회로의 분석, 구

성 방식 및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ELE301 전자회로 및 실험 Ⅰ

Electronic Circuit and Its Laboratory Ⅰ

다이오드(Diode),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BJT), 전

계효과트랜지스터(FET) 등의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이들을 회로소자로 구성한 전자회로의 해석과 설

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단극성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특성,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및 제 

현상들을 실험을 통하여 이론에 대한 방법 및 절

차를 익히고 실험결과 및 오차를 고찰한다.

ELE302 초고주파 회로 및 설계

Microwave Circuit  Design

전송선로 이론, 다중포트 네트워크 이론, 

Smith Chart, S-parameter 등을 강의하고, 이

를 이용하여 초고주파 수동 및 능동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설계 과제를 통

하여 강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ELE303 신호 및 시스템 설계

Signal and System Analysis and Design

연속적인 신호와 이산 신호의 시간 및 주

파수 역에서의 표현을 다룬다.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인 선형성, 시불변성, 인과

성, 안정성 등에 대해 정의하고 특히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시간 및 주파수 역에서

의 입출력 사이의 표현과 물리적 의미를 

다룬다. 이론 강의 내용을 컴퓨터 실습을 

통해 확인한다.

ELE304 고체전자소자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고속 반도체 소자 개발 및 아날로그/초고

주파 회로 설계에 필요한 CMOS 소자의 

응용 이론과, CMOS Spice 모델 파라미터 

추출에 필요한 기본이론, 배경지식, 개발환

경의 정의 등을 강의하고, 시뮬레이션 실

습을 통하여 강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ELE305 컴퓨터구조 및 설계

Computer Architecture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인 이해와 

상호작용을 학습하기 위해 컴퓨터의 요소

별 기본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컴퓨

터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

들이 소개되며 성능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구조를 교육하게 된다.  하드웨어적인 프

로세서 연산, 구조, 메모리구조 등이 이론

적으로 다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를 이해한다. 실험을 통해 프로세서의 구

성을 이해, 사용하며 시스템을 설계한다. 

ELE306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본 교과목에서 공학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불규칙신호의 이해를 위해 확률과 랜덤변

수기초 이론들을 다시 이에 맞게 재해석하

고 보다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한

다. 이는 향후에 공부하게 될 많은 전공과

목들, 즉, 통신, 신호처리, 제어 등에서 무

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LE401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Digital IC Design

완전 주문형 방식의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CMOS로의 논리게이트 구

성, 연산회로 및 메모리 구현, 시뮬레이션, 레

이아웃 등을 다룬다.

ELE402 광전자공학

Optoelectronics

다양한 광소자 및 광섬유의 특성과,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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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현되는 광 송수신기 및 광통신시스

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ELE403 디지털 통신 및 실험

Digital Communication and Its Laboratory

디지털 통신시스템의 개념과 이에 따른 이론

적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내용

은 디지털통신에서 필요한 수학적 배경, 디

지털 변조 및 복조 방식, 채널부호화 이론 등

과 이에 관련된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실제 

문제들이다. 또한 실험을 통해 배운 이론들

을 정리한다.

ELE404 자동제어시스템 및 설계

Automatic Control  System and Design

기본적인 자동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MATLA

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종합적인 시스

템을 설계하는데 목표를 둔다.해석과 설계를 

하기 위하여 주로 선형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 역과 주파수 역에 대한 응답특성, 

성능 평가, 안정도 특성, 선도 해석법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ELE405 멀티미디어공학 및 실험

Multimedia Engineering and Laboratory

상 및 음향 신호의 샘플링 이론을 바탕으

로 디지털 TV의 스펙트럼에 대해 강의한다. 

상 데이터 압축 방법을 MPEG의 예를 통

해 강의하고 컴퓨터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멀티미디어 핵심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를 수

행한다. 

ELE406 졸업논문

전자공학 엔지니어로서 종합적 업무 수행 능

력 배양을 목표로 학생별 논문 주제를 선정

하고, 구체적 목표 설정, 과정 전개 및 도출 

전 과정을 논문 지도교수와 토의 및 협의를 

하여 결과를 수행한 후 논문 형태로 최종 결

과를 보고한다.

ELE351 전자회로 및 실험 Ⅱ

Electronic Circuit and Its Laboratory Ⅱ

다이오드(Diode),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BJT), 전

계효과트랜지스터(FET) 등의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이들을 회로소자로 구성한 전자회로의 해석과 설

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단극성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특성,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및 제 

현상들을 실험을 통하여 이론에 대한 방법 및 절

차를 익히고 실험결과 및 오차를 고찰한다.

ELE352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및 실험

Microprocessor Applications and Its 

Laboratory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의 통신을 이용한 

응용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구조와 종류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능별 분석 등을 이해한다.  

응용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방법과 시스

템 C 프로그램, 컴퓨터와의 통신 시스템 설계

와 구성 등을 학습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응용 

시스템의 설계를 교육하게 된다.

ELE353 전파공학 및 실험

Applied Electromagnetics and 

Laboratory 

전자파의 전파특성과 각종 안테나의 동작 원

리 및 제 특성에 대하여 강의하고, 패치안테

나의 설계, 제작 및 측정을 통하여 강의 내용

을 확인하도록 한다. 

ELE354 통신이론 및 실험

Communication Theory and Its Laboratory

통신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통신신호의 종류

와 그 신호들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통

신이론과 실제 통신시스템의 예로 AM, FM, 

PM과 같은 아날로그 변복조 방식에 관하여 

강의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배운 이론들을 

정리한다.

ELE355 디지털신호처리 및 설계

Digital Signal Processing and Design

디지털 신호의 주파수 변환과 Z-변환을 바탕

으로 디지털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강의한

다. 실제 FIR 및 IIR 필터 설계 방법을 강의

하고 컴퓨터 실습을 통해 디지털 필터를 설

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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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356 SoC 설계

SoC Design

단일 칩으로서 시스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

는 SOC (System On a Chip)의 구성 방식과 

설계 전반을 다룬다. 임베디드 코아 활용,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할 및 통합 설계, 

인터페이스 관련 내용을 강의한다.

ELE451 반도체 공정

Semiconductor Fabrication 

Technology

마스크제작 및 리소그래피, 산화, 확산, 이온

주입, CVD, 식각, 금속화 등 반도체 기판을 

사용하여 소자 및 집적회로를 만드는 방법 

및 처리 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ELE452 졸업논문

전자공학 엔지니어로서 종합적 업무 수행 능

력 배양을 목표로 학생별 논문 주제를 선정

하고, 구체적 목표 설정, 과정 전개 및 도출 

전 과정을 논문 지도교수와 토의 및 협의를 

하여 결과를 수행한 후 논문 형태로 최종 결

과를 보고한다.

ELE453 이동통신공학

Mobile Communication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 이동통신의 기반이 되는 변복

조 기술, 부호화 기술, 셀룰러 시스템 기술, 

무선 및 이동채널 개념을 익히고 최신 이동

통신기술동향에 대해 공부한다.

ELE454 디지털제어 및 실험

Digital Control System and Laboratory

기본적인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며 임베디드, 원격제어, 마이

크로 마우스 등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에 대

하여 실험을 한다.

ELE455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디지털시스템간의 원활한 데이터통신을 구성

하기 위한 기본개념과 기법들을 소개하며 이

와 관련된 각각의 OSI참조 모델의 내용을 학

습한다. 물리계층의 전송방법부터, 접속방법, 

링크제어, 다중화, 교환기술과 관련된 프로토

콜에 대해 이해하고 프로그램 방식 또한 다

루어진다. 

ELE456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Analog IC Design

완전 주문형 방식의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기법을 강의한다. 증폭기, 전압 및 전류 제어 

회로, AD 및 DA변환 등의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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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전기공학은 인간생활 및 산업활동 분야에서 

에너지원으로 필수 불가결한 전기에너지의 생

산, 수송, 변환 및 제어계측 등을 연구하는 학

문으로서 전기공학에 대한 제반 이론과 응용력

을 습득케 하여 날로 발전하는 학문적 내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요구에 잘 적

응할 수 있는 전기공학도의 양성을 기본 목적

으로 하며, 나아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 및 봉

사하는 마음자세를 갖추어 인류의 문화발전은 

물론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하

여 국가 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

으며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하여 학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팀과 조직 구

성원으로 협력하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평생 배움의 기반이 되는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전기공학의 다양한 전공이론과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기초이론과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학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실험실습의 계획과 수행을 통하여 전기공

학 이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학습성과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설계 등을 포함하는 전기공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과목을 운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

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기공학 전공 학생들

은 뛰어난 학습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본 전기

공학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전공기반

  (1)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에 대한 지

식을 전기공학 문제 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전기공학
Electr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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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학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실험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문제의 해에 대한 요구조건에 맞추

어 시스템, 요소, 공정을 계획하고, 설계

하고,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공학 문

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4) 최신 공학기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

합 학제적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기본소양

  (5) 공학현장에서 직업적, 윤리적인 면의 역

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6) 구술발표 및 청중과의 의사교환을 통하

여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

력.

  (7) 표준보고서 작성 스타일에 맞는 공식적

인 서면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목표를 결합하고 

공학교육의 역할과 공학교육의 사회에 

대한 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평생교육과 지적인 성장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10) 공학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경제와 환경문제에 끼치는 향을 이해

하고 이 기술이 효과적으로 응용되기 위

한 제반적인 법률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11)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의

사소통 수단으로써 어회화 능력 및 국

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공학실무

  (12) 실제적인 해석 및 설계문제에서 컴퓨터

기반 도구를 비롯하여 최신 공학기술, 

방법,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산업시설에서 자동화를 통한 에너지 및 노동

력의 절감, 그리고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

해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 및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전기공학으로 과학 기술

의 급속한 발달로 모든 공학 분야의 핵심을 이

루고 있다. 현재 전기공학에서는 가장 편리한 

에너지중의 하나인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연구하며, 핵

융합 이용에 의한 첨단기술의 개발, 초전도기

술과 에너지 저장기술의 응용,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응용, 저공

해 환경 설비 개발,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자

기부상열차 등 첨단수송기기의 개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

인 여러 가지 편리한 가전기기, 인력과 경비의 

절감,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자동화 

및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정보 문화생활의 총아

인 컴퓨터와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관련된 기

본 이론, 그 설계와 제조 및 운용기술을 연구

하고 있다. 전력설비의 첨단화, 새로운 전기응

용 기술의 등장 등으로 첨단장비의 설치 및 운

용 능력이 요구되어 단순 근로자보다는 전문지

식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력을 중

심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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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전기공학기술자는 전자, 통신공학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의 폭이 넓어 

전자통신분야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여 

전기공학과의 졸업생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분

야에서는 송․변전시설을 건설하고 설치할 때 

현장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전력사업분야에

서는 변전․배전의 전기계통 전반에 걸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 연구업무

를 한다. 또한 자격을 획득한 졸업생은 중 ․ 

고등학교 교사로 진출하기도 하는 등 전기공학

과의 진출분야는 실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광범위하다. 국내외의 유명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여, 전문연구기

관의 책임 연구원 또는 대학 강단에의 진출도 

타 분야보다 유리하다. 앞으로도 전기의 이용

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산업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기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 포함/비인증)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0 학점

학문기초  3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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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2 EEN 151 창의적공학설계 3 3 전필

2

1

EEN 201

EEN 202

EEN 203

EEN 204

전자기학Ⅰ

회로이론Ⅰ

계측 및 센서공학

전기회로실험

3

3

3

1

3

3

3

2

전필

전필

2

EEN 251

EEN 252

EEN 253

EEN 254

전자기학Ⅱ

회로이론Ⅱ

디지털공학

디지털공학 실험

3

3

3

1

3

3

3

2

전필

전문

교육

과목

3, 4

1

EEN 301

EEN 302

EEN 303

EEN 304

EEN 305

EEN 401

EEN 402 

EEN 403

EEN 404

EEN 405

EEN 406

EEN 407

EEN 408

전기기계Ⅰ

전력공학Ⅰ

전기실험Ⅰ

전자회로Ⅰ

신호 및 시스템

전기실험Ⅲ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및 언어

고전압공학

전력전자공학

전력시장 및 경제이론

통신이론

전자에너지변환공학

제어공학Ⅱ

3

3

1

3

3

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전필

전필

전필, 어강의

2

EEN 351

EEN 352

EEN 353

EEN 354

EEN 355

EEN 357

EEN 356

EEN 451

EEN 452

EEN 453

EEN 454

EEN 455

EEN 456

전기기계Ⅱ

전력공학Ⅱ

전기실험Ⅱ

재료물성공학

제어공학Ⅰ

디지털신호처리

전자회로Ⅱ

전기실험Ⅳ

마이크로 프로세서응용

로봇공학

전동력 제어 및 응용

대체에너지공학

종합설계프로젝트

3

3

1

3

3

3

3

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2

3 전필

   ※ 설계학점 18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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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백 수 현
전기기기 및 전력전자응용 전기기계 I-II, 전자에너지 변환공학  

한양대 전기공 / 한양대 전기공 / 한양대 전기공 이학박사

김  태
제어계측 전자회로 I-II, 제어공학 I-II

서강대 전자공 / New Mexico대 전기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이 동 욱
디지털통신 및 신호처리 디지털공학,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통신이론

서울대 전기공 / 서울대 전기공 / Georgia Tech대 전기공 공학박사

김    용
전동력응용 및 제어 전자기학 I-II, 전력전자공학, 전동력제어 밎 응용

동국대 전기공 / 동국대 전기공 / 동국대 전기공 공학박사

노 경 수
전력시스템 및 대체에너지 응용 전력공학 I-II, 전력시장 및 경제이론, 대체에너지공학

서울대 전기공 / 서울대 전기공 / Virginia Tech.대 전기공 공학박사

최 한 호
제어공학 계측/센서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로봇공학

서울대 제어계측공 / KAIST 전기․전자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전 병 훈
전기재료 회로이론 I-II, 재료물성공학, 고전압공학

동국대 전기공 / 동국대 전기공 / 게이오대 전기공 공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가전기기 및 

정보통신분야

전자기학I,II, 회로이론I,II, 

디지털공학, 

계측 및 센서공학, 전기회로실험, 

디지털실험, 창의적공학설계

전자회로I,II, 제어공학I,II 재료물성공학,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및 언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로봇공학, 통신이론,

종합설계프로젝트

중전기 및 

전력기기분야

전자기학I,II, 회로이론I,II, 디지털공학, 

계측 및 센서공학, 전기회로실험, 

디지털실험, 창의적 공학설계

전력공학I,II, 전기기계I,II, 전자회로I,II,제어공학I,II

전자에너지변환공학, 재료물성공학,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로봇공학, 종합설계프로젝트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및 언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건설, 발전, 

전력계통운용 및 

관리분야

전자기학I,II, 회로이론I,II, 디지털공학, 

계측 및 센서공학, 전기회로실험, 

디지털실험, 창의적 공학설계

전력공학I,II, 전기기계I,II, 제어공학I,II, 재료물성공학, 

전력시장 및 경제이론, 대체에너지공학, 전력전자공학, 

전자에너지변환공학, 고전압공학, 종합설계프로젝트,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및 언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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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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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EN151  창의적공학설계Ⅰ

Creative Engineering Design  Ⅰ

전기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인

별 또는 팀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

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EN201  전자기학Ⅰ 

Electromagnetics Ⅰ

자유공간 및 유전체, 도체 내에서의 전계의 

세기, 전위분포, 에너지, 전계에 대한 경계면 

조건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응용에 대해 다

룬다.

EEN202 회로이론Ⅰ 

Circuit  Theory Ⅰ

전기, 전자 및 통신공학의 분야에서 회로이

론은 전자기 이론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중요

한 필수적인 과목이다. 따라서 본 과정은 회

로이론에 대한 기본개념과 물리적 개념을 익

히고 일반 선형회로의 해석, 3상회로와 정현

파 회로, 4단자, 과도상태의 라플라스 변환과 

응용등의 해석법으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EN203 계측 및 센서공학  

Electric Measurement 

and Sensor Engineering

전기적인 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기, 전자

계측기에 대해 그 구조와 센서의 동작원리 

및 활용법을 습득케 한다.

EEN204 전기회로실험 

Electric Circuit  Laboratory

전기적 제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 계

측기의 구조, 동작원리, 사용법을 습득하고 

강의를 통해서 배운 개념과 이론을 확인하게 

한다.

EEN251  전자기학Ⅱ 

Electromagnetics Ⅱ

전류 및 구자석에 의한 자계와 자성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응용과 

기본적인 전자파 이론 등을 다룬다.

EEN252  회로이론Ⅱ 

Circuit  Theory Ⅱ

신호의 이산적인 표현, 차동방정식, Z-변환, 

디지털 시스템의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필터와 합성에 관하여 

강의한다. 

EEN253  디지털공학  

Digital Engineering

아날로그 신호 및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신

호 및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2진수체

계에서의 신호표시, 연산 및 전송 등과 2진 

논리의 기초대수를 강의한다.

EEN254 디지털공학 실험 

Digital Engineering Laboratory

기본적인 논리게이트 및 컴비네이셔널 로직, 

시퀀셜로직에 대해 디지털공학에서 배운 이

론을 실험적으로 학습한다.

EEN301  전기기계Ⅰ 

Electrical  MachineryⅠ

전기-기계 에너지를 상호 변환시키는 장치들

의 원리 및 특성 등을 다룬다. 직류기계(직류

발전기, 직류전동기 등)와 정지유도기기(변압

기 원리 및 특성, 변압기 결선 및 운전 등)를 

병행하여 강의한다.

EEN302  전력공학Ⅰ 

Electric Power Engineering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선로를 통하여 안

전하고 경제적이며 신뢰성 있게 수용가까지 

전송하는 송배전의 기본원리를 터득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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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과정을 소개하여 새로운 전력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주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으로서 전기의 역사, 전력공학

의 기초이론, 송배전계통의 구성, 가공송전선

로, 선로정수와 코로나, 변압기와 단위법, 중

성점의 접지 및 이상전압 등의 내용을 다루

고자 한다.

EEN303  전기실험Ⅰ 

Electrical  Engineering LaboratoryⅠ

전기기계실험(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등의 

각종 특성)과 반도체 회로소자의 특성실험(다

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다이리스터 등)을 통

해 관련 전공교과목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EEN304 전자회로Ⅰ 

Electronic CircuitsⅠ

다이오드(Diode), 쌍극성접합 트랜지스터

(BJT),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 등의 반도

체 소자의 특성과 이들을 회로소자로 구성한 

전자회로의 해석과 설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EEN305  신호 및 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신호의 발생과 변조방식, 신호의 표본화, 연

속신호와 이산신호의 푸리에 변환, 각종 필

터의 원리 및 특성 등을 다룬다.

EEN306  물성공학  

Physics of Engineering Material

물성론의 기초이론, 금속의 전기적 성질과 

전기방출, 반도체의 전기전도현상, 금속과 반

도체의 접합 및 열전현상, 각종 반도체소자

의 특성, 용도, 유전체의 전기적 성질, 자성체

의 자화현상 등을 다룬다.

EEN351  전기기계Ⅱ 

Electrical  Machinery Ⅱ

「전기기계 Ⅰ」에서 다룬 내용을 기초로 유

도기와 동기기를 병행하여 강의한다. 유도기

에서는 특수 정지유도기, 유도전동기, 특수유

도기 등을 동기기에서는 동기발전기, 동기전

동기의 동작원리, 특성 및 그 응용면을 이해

하도록 한다.

EEN352  전력공학Ⅱ 

Electric Power Engineering Ⅱ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선로를 통하여 안

전하고 경제적이며 신뢰성 있게 수용가까지 

전송하는 송배전의 기본원리를 터득하여 전

력시스템과 일반시스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력시스템을 해석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전력산업 구조개

편의 전개과정을 소개하여 새로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넓혀주고

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전력공학1 과목에

서의 내용을 발판으로 보호계전의 필요성, 

배전방식과 역률개선의 필요성, 배전선의 전

압조정 및 전기적 계산, 송전선로에서의 전

압-전류 관계식, 전력조류 계산법, 대칭/비대

칭 고장전류 계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

다. 

EEN353  전기실험Ⅱ 

Electr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Ⅱ

전기기계실험(유도기, 동기기)과 아날로그, 디

지털 전자회로실험(논리회로, 연산증폭기 등)

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내용의 이해를 증진

시킨다.

EEN354  재료물성공학  

Material  Science

도전재료, 절연재료, 유전재료, 자기재료, 반

도체 재료, 양자전자재료 등의 물성론적  기

초이론, 특성, 용도 및 시험법을 다룬다.

EEN355  제어공학Ⅰ 

Control Systems Ⅰ

제어에 대한 기초 개념, 수학적 배경, 전달함

수 및 신호흐름선도, 제어계통의 상태변수 

표현, 물리계통의 수학적 모델화, 이산치계의 

전달함수 등 제어공학분야의 기초이론을 습

득케 한다,

EEN356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 신호처리분야의 기초적인 이론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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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강의한다. 주된 내용은 각종 신호의 

시간 역에서의 특징과 주파수 역에서의 특

징, 신호의 스펙트럼해석, 각종 필터의 구조

와 설계 등이다.

EEN357  전자회로Ⅱ 

Electronic Circuits Ⅱ

증폭 및 발진회로,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연

산증폭기의 회로구성 및 그 응용회로에 대하

여 학습한다.

EEN401  전기실험Ⅲ 

Electr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Ⅲ

개, 폐루우프 제어계통실험, 응용전자회로 실

험 및 고전압 실험(기체, 액체, 고체, 절연재

료 파괴 및 유전체 손실측정 등)을 통해 이

론의 이해증진과 응용력을 갖도록 한다.

EEN402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및 언어

Microprocessor Architecture 

and Programming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

성, 제어신호의 발생, 프로그램 원리 등을 중

심으로 강의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및 언어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EEN403  고전압공학  

High Voltage Engineering

전력 전송, 전기기기 등의 절연파괴에 매우 

중요한 기술적 공학분야로써 이 이론적 뒷받

침이 되는 방전 플라즈마공학을 이해하고 고

전압에 의한 기체 및 각종 유전체의 전기 전

도, 절연파괴 및 레이저에 의한 전리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전자, 이온의 운동 등을 물성적 

특성, 또는 정량적으로 해석하도록 한다.

EEN404  전력전자공학  

Power Electronics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을 이용한 초퍼, 인버터, 사이클로컨버터와 

같은 전력변환장치의 전력변환과정 및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응용 등을 다룬다.  

EEN405 전력시장 및 경제이론 

Electric Power Markets and

Economics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전

력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시장

의 개요와 경제이론을 소개하고자 하며, 전

력시장운 과 전력시스템운 의 연관성을 이

해하고 전력시장체제에서 전력거래소, 발전

사업자, 판매사업자, 송전회사, 배전회사 및 

소비자의 역할을 익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전력시장, 전력거래 및 

전력가격 결정원리, 시장참여자 및 전력거래

소의 역할, 전력시장운 규칙, 송전요금, 경제

급전, 최적조류계산(OPF), 전력계통 안정도 

해석기법 및 전력계통 제어 등의 내용을 다

루고자 한다. 

EEN406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시스템과 신호의 검

출 및 추정, 주파수대 해석, Random신호와 

잡음, 신호의 부호화 등을 다룬다.

EEN407  전자에너지 변환공학 

Electromagnetic Energy Conversion

전기에너지의 특질, 전자에너지의 변환원리, 

자기시스템 해석 등을 기초로 정전변환기, 

전자변환기 및 전기-기계 결합계통의 특성과 

해석법을 다룬다.

EEN408  제어공학Ⅱ 

Control Systems Ⅱ

「제어공학 Ⅰ」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제어

계통의 시간 역해석, 안정도해석, 근궤적기

법, 시간 역설계, 제어계의 주파수 역 해석 

및 설계를 다룸으로써 제어계통의 응답특성 

해석 및 설계능력을 갖도록 한다.

EEN451  전기실험Ⅳ 

Electr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Ⅳ

전력전자실험(다이리스터를 이용한 각종 전

력변환기), 제어계통응답실험과 마이크로프로

세서를 이용한 온도, 신호 및 전동기 속도 제

어실험을 통하여 이론의 이해증진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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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도록 한다.

EEN452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s

C언어 및 어셈블리언어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전기공학 전반에 걸친 실시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력을 키운다.

EEN453 로봇공학 

Robotics

로봇공학의 개괄적인 소개로 동역학, 제어공

학, 계측 센서공학 등의 기초 개념들을 학습

한다. 또한 컴퓨터 응용 기술을 학습하여 로

봇을 고기능화, 복합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EEN454  전동력 제어 및 응용 

Motorforce Control  and Application

직류전동기, 교류전동기, 특수전동기를 포함

한 여러 종류의 액튜에이터에 대해 전력 변

환장치를 이용한 속도, 위치, 토크제어시스템

등을 다루고 이들에 대한 응용능력을 키운다.

EEN455  대체에너지공학 

Engineering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우려의 

증가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

너지원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

열, 풍력, 연료전지발전 등의 대체에너지원의 

발전기술을 익혀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

을 해결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도록 한다. 수

력발전의 원리, 풍력 발전시스템의 원리와 특

성, 태양전지 발전시스템의 원리와 특성, 에

너지저장장치의 필요성, 대체에너지 기술의 

미래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EEN456  종합설계프로젝트

Design Project

전기공학전공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전기재료, 전기기계, 전력시스템, 시스템 제

어, 컴퓨터 및 통신 분야에 개인별 또는 팀을 

이루어 설계능력을 배양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결과물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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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1) 학생들이 사회환경시스템공학의 전문지식

을 지닌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다.

(2)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학 및 기초과학

에 대한 이해 및 응용능력을 배양시킨다.

(3) 합리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사회

환경시스템분야와 관련된 제반 공학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다.

(4) 사회환경시스템기술자로서 필요한 기본적

인 컴퓨터 사용능력과 기초어학능력을 갖

추도록 한다.

(5)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관련된 구조물 등의 

시스템을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설

계, 시공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6) 사회환경시스템분야와 연계된 제도,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약 및 관련법규에 대

한 이해 및 응용능력을 배양시킨다.

(7) 사회환경시스템 구조물이 사회기반시설물

임을 인식하고 기술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고양시킨다.

(8)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분야의 국내외 전

문가들과 협동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9) 관련분야의 신조류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첨단학문 및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시킨다.

  본 사회환경시스템 전공에서 제공하는 총괄

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 구조물 분야

  • 정역학 및 동역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공학문제에 응용능력 배양

  • 이론과 실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재, 신소

재들의 성질과 강도 특성에 대한 이해

  •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시스템의 해석법, 

CAD/CAE를 이용한 구조물 설계법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방법 학습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거동에 

대한 이해

  • 강 및 합성 구조물의 설계 및 거동에 대

한 이해

2. 구조물 기초 및 지중구조물 분야

  • 지반의 지질학적인 특성 및 기본 이론의 

이해

  • 구조물 기초가 되는 흙의 공학적 특성과 

설계/시공 기법 이해

  • 암반에 대한 역학개념을 익히고 지하공간

과 터널의 설계 및 시공법에 대한 이해

  • 지반의 조사, 시료채취 및 연약지반개량

에 대한 이론 및 환경친화적인 설계능력 

배양

사회환경시스템공학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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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의 이론 학습, 설계법의 이해 및 

현장실무 응용 능력

  • 폐기물 매립장 등 지반환경구조물의 설계

와 시공기법에 대한 이해

3. 수공학 및 환경 분야

  • 수자원 ․ 환경시스템에서의 유체거동에 

관한 기본원리 이해

  • 댐, 제방, 항만, 상수도 등 시설물의 기본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

  • 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그리고 도시 및 

지역계획 등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함

양

  • 자연계에서의 오염물질의 물리, 화학, 생

물학적 거동에 대한 이론 학습

  • 환경구조물의 원리를 학습하고 설계기법

과 운 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설계능

력과 현장적응력 배양

4. 건설관리 및 경  분야

  • 시공 단계에서의 원가, 공기, 품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이론의 이해

  • 사회환경 관련 시스템의 생애 주기 및 관

련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 이해

  • 건설과 관련된 업체, 사업, 프로젝트, 부

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사회

적 지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 건설사업계획 및 계약, 국가정책관련법규

에 대한 기본원리 이해

  •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기본 원리 이해

  • 건설 정보화의 필요성 및 그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5. 현장실무능력 고양

  • 자료 수집, 해석설계, 운 에 걸쳐 공학적 

지식과 경제성 개념을 통합하여 사고하고 

의사 결정하는 훈련을 함

  • 사회환경 시설의 공사의 일반시공법과 기

계화시공법에 대한 이론 및 공사관리실무 

능력제고

  • 측량의 기본이론과 실제 현장 측량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론과 실습을 통

해서 익힘

  • 공학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

한 수치적 접근으로 그 문제해결의 능력

을 배양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사회환경시스템공학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을 모체로 

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속에 인류복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

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학

문이다. 사회환경시스템의 대상으로는 고대의 

만리장성, 피라미드에서부터 근대의 수에즈운

하, 후버댐, 그리고 현대의 서해대교, 종도 

신공항, 고속철도 및 우주정거장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이며,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다. 사회환경시스템

분야로는 교량, 건물, 터널, 도로, 철도 및 지하

철, 공항, 항만 및 해양구조물, 수문, 수자원, 

댐, 상하수도, 환경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

고 폭이 넓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향

이 매우 큰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인 사회

환경시스템사업은 현재 한 나라의 기술력 및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시스템분야는 최첨단 과학기술분야로서 학

문이 기술집약적이고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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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되어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본 학과의 졸업생은 국 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및 학교와 다양한 사회환경시스템을 설

계하는 엔지니어링 용역분야 및 건설감독하는 

시공감리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회환경 시스템의 기획 및 계획, 관련업무의 

컨설팅, 금융, 건설사업관리, 부동산 개발, 등 

관련 분야의 업종의 진출의 길도 열려 있다. 

건설과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증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일정한 실무경

력을 쌓은 후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분

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학문 및 기술적으로 

왕성한 활동 및 독립된 사업을 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 포함/비인증)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학점

학문기초  3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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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2 CIV 102 창의적 공학설계 3 3 전필

2

1

CIV 211

CIV 241

CIV 231

응용역학

환경공학

수문학

3

3

3

3

3

3

전필

전필

2

CIV 204

CIV 202

CIV 212

CIV 222

CIV 232

토목재료 및 실험

CAD 및 설계정보공학

재료역학

토목지질학

유체역학

3

3

3

3

3

2

2

3

3

3

2

2

전필

전문

교육

과목

3, 4

1

CIV 321

CIV 331

CIV 311

CIV 313

CIV 351

CIV 361

CIV 363

CIV 401

CIV 411

CIV 413

CIV 421

CIV 431

토질역학I 및 실험

수리학및실험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건설관리 및 시공

Junior Seminar

Mentor Program

도로 및 교통공학

강구조설계

PS콘크리트공학

기초공학

환경수리학

3

3

3

3

3

1

1

3

3

3

3

3

2

2

3

3

3

1

1

3

2

3

3

3

2

2

2

전필

전필

2

CIV 302

CIV 312

CIV 322

CIV 342

CIV 352

CIV 422

CIV 432

CIV 442

CIV 462

측량학 및 실습

컴퓨터응용구조해석

토질역학II

수질공학 및 실험

건설계획 및 계약

암반 및 터널공학

해안 및 항만공학

일반 환경정책론

사회환경시스템설계

3

3

3

3

3

3

3

3

3

2

2

3

2

3

3

3

3

3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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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성 철
구조공학 구조역학, 재료역학, 강구조설계

서울대 토목공학 / Oregon주립대 토목공학 석사 / Auburn대 토목공학 박사

장 연 수
지반공학 토질역학 및 실험, 토질역학II, 기초공학

서울대 토목공학 / 서울대 토목공학 석사 / U.C. Berkeley 토목공학 박사

이 상 일
수자원환경공학

수문학, 유체역학, 수리학 및 실험, 해안 및 항만공학,

환경수리학, 주니어세미나(메가프로젝트로부터 배우기)

서울대 기계공학 / 서울대 기계공학 석사 / Stanford대 토목공학 박사

민 창 식
철근콘크리트공학 토목재료및실험, 철근콘크리트공학, PS콘크리트공학

동국대 토목공학  / North Carolina주립대 토목공학 석사 / North Carolina주립대 토목공학 박사

조 봉 연
환경수질공학 환경공학, 수질공학 및 실험, 일반환경정책론

동아대 토목공학  / 동아대 토목공학 석사 / 東京대 환경공학 박사

이 지 호
전산구조해석, 지진공학 응용역학, 컴퓨터응용구조해석, CAD 및 설계정보공학

서울대 토목공학 / 서울대 토목공학 석사 / U.C. Berkeley 토목공학 박사

김 상 범
건설경 학

건설관리 및 시공, 건설계획 및 계약, 사회환경시스템설

계, 창의적공학설계

연세대 토목공학 / Texas(Austin)대 토목공학 석사 / Texas(Austin)대 토목공학 박사

김 범 주
지반해석 토목지질학, 암반 및 터널공학, 도로및교통공학

한양대 토목공학 / 한양대 토목공학 석사 / Purdue대 토목공학 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전공기초과목 전공심화공통과목 전공심화과목 비고

구조분야 창의적 공학설계

CAD 및 설계정보공학

토목재료 및 실험

응용역학

재료역학

토목지질학

유체역학

수문학

환경공학

측량학 및 실습

도로 및 교통공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I 및 실험

수리학 및 실험

수질공학 및 실험

건설관리 및 시공

사회환경시스템설계

컴퓨터응용구조해석

강구조설계

PS콘크리트공학

지반분야

토질역학II

기초공학

암반 및 터널공학

수자원환경분야

환경수리학

일반 환경정책론

해안 및 항만공학

건설경 분야 건설계획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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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IV102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

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인별 

또는 팀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

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CIV202 CAD 및 설계정보공학 

CAD and Design Information

Technology

공학설계에서 사용되는 도학 및 제도의 기본

이론을 강의하고, 설계에서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 건설분야 설계과정, 설계와 관련된 정

보화 시스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소

개한다.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건설분

야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

법을 실습한다.

CIV204  토목재료 및 실험 

Civil  Engineering Materials and 

Testing

목재,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강재, 아스팔트 

및 플라스틱 등의 토목건설재료들의 성질 및 

강도특성을 다룬다. 특히 콘크리트에 대해서

는 배합설계를 다룬다.

CIV211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구조 및 재료역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

루는 과목으로 정역학과 동역학의 일부로 구

성된다. 벡터의 기본 이론, 이상화된 강체 및 

구조물에서의 힘과 평형방정식, 자유물체도

의 개념과 응용을 다루며 구조물 외부와 내

부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동역학 부분에서는 운동방

정식, 일과 에너지, 에너지보존 원리에 관한 

기초 개념에 대하여 강의한다.

CIV212  재료역학 

Strength of Materials

역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서 힘과 힘의 

평형,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응

력 및 이에 따른 변형도를 배운다.

CIV222  토목지질학 

Civil  Engineering Geology

토목구조물 건설의 기초가 되는 지반의 지질

학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판구조론, 

생성원에 따른 암석의 분류, 암석과 암반내 

불연속면의 공학적 특성, 지질학연대를 배운

다. 

CIV231  수문학 

Hydrology

지구상의 물의 순환과정, 즉 강수, 증발산 및 

지하수류, 지표면유출에 관한 이론 및 해석

법과 홍수추적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

습한다.

CIV232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의 성질, 정수역학, 동수역학, 관수로내의 

수류해석 등의 이론과 수공학에의 응용능력

을 습득한다.

CIV241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은 환경오염방지를 주 활동으로 취

급하는 학문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버려진 

폐기물, 즉 오염물에 의해 주위의 공기, 토지 

그리고 물의 특성이 변화됨으로써, 사람의 

생명, 기타 생물의 생활, 생산과정, 생활조건 

등에 해를 가하거나 자연자원을 못쓰게 되므

로 이들에 대한 사업이나 설계, 통제, 운 , 

관리 등을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문으

로, 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도시 및 지역 계획 등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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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302  측량학 및 실습 

Surveying and Practice

측량학의 기본인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

량, 트랜시트 측량의 이론을 익히고 다각측

량, 시거측량 및 지형측량 등을 통하여 실제 

응용기법을 익힌다. 또한, 하천측량, 노선측

량, 삼각측량 등의 보다 나은 기술을 배양하

고 평면 및 입체 사진측량 및 사진의 판독에 

대하여 상술하며, 이론을 바탕으로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량, 트랜시트 측량 등을 실

습함으로써 실제 현장측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IV311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정정구조물의 처짐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과 향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

다. 그리고 부정정구조의 해석방법인 변형일

치방법, 최소일의 방법, 처짐각법, 모멘트분배

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CIV312  컴퓨터응용구조해석 

Computational Analysis of Structures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매트릭스 대수학의 기본지식을 학습

하고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구조시스템을 표

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힌다. 그리고 컴

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해석의 기본 알

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구조물의 설계에 사

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CIV313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Engineering

철근콘크리트의 기본적인 특성과 보나 기둥 

등의 구조부재에 대한 허용응력설계법과 강

도설계법의 기본개념을 학습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다루며, 설계된 구조 부재의 처짐 및 

균열 등의 사용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또

한, 전단과 비틀림에 대한 보강철근설계 및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다루고, 압축과 휨을 

동시에 받는 기둥, 2방향 슬래브, 확대기초 

및 옹벽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한다.

CIV321  토질역학Ⅰ 및 실험 

Soil  MechanicsⅠ and Testing

흙의 기본적 성질, 흙의 통일분류법, 다짐의 

특성, 조립도 및 세립토의 구조, 유효응력의 

원리, 지반내 응력의 계산방법, 일차원 및 이

차원 투수 및 압 이론에 대하여 소개한다. 

액성 및 소성한계시험, 비중시험, 체분석 및 

비중계분석시험, 투수시험, 다짐시험 등 흙의 

기본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수행

한다.

CIV322 토질역학Ⅱ 

Soil  MechanicsⅡ

Mohr-coulomb의 파괴이론과 Mohr원, 사질토

의 전단강도, 점성토의전단강도, 전단강도의 

측정방법, Rankine의 토압이론, Coulomb의 

토압이론, 사면활동의 해석방법, 지반개량공

법의 기술이론 등에 대해서 다룬다.

CIV331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 Analysis and Experiment

지구상의 물의 순환과정, 즉 강수, 증발산 및 

지하수류, 지표면유출에 관한 이론 및 해석

법과 홍수추적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

습한다. 또한 물의 물리적 특성과 관수로 및 

개수로에서의 각종 수리현상을 실험을 통해

서 학습한다.

CIV342  수질공학 및 실험 

Water Quality Engineering 

and Experiment

수돗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

원관리, 수원 수질에 적합한 시설의 설계, 단

위공정의 원리와 시스템 내에서의 운전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등 수자원의 관리차원에서 

수요자에 대한 공급시설에 이르는 폭넓은 지

식과, 또한 한번 사용한 물에 대한 오염의 원

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가, 즉 하수처리 기술의 기본이 되

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

함으로써, 각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며, 처리대책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CIV351  건설관리및시공 

Introduction to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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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이에 관련된 건설 사업관리 및 기초 

시공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설프

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

량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의 Life-Cycle을 중심으로 한 전체

적 흐름의 이해와 건설공사 전반의 관리 및 

부문별 관리기법의 이해, 시공 실무 기초 및 

최근 건설기술동향의 이해 등의 내용을 강의 

한다. 주요한 강의주제로는 공정관리, 원가관

리, 경제성분석, 건설조달체계에 대한 기초, 

토공시공, 건설사업비 구조, 등을 포함한다.

CIV352  건설계획 및 계약 

Introduction to Construction Project 

Planning and Contracts

건설 사업의 기획을 중심으로 한 사업 초기 

단계의 건설 계획과정은 건설 공사의 성패에 

주요한 향요소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단

계이다. 학생들에게 건설 공사의 기획 및 계

획 단계에서의 업무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

을 인식시킴으로서 기술적 요소와 관리적 요

소의 고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

다. 또한, 건설 공사에서는 다양한 참여개체

가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게되므로, 

계약에 관계된 기초적 법률 사항과 국내외의 

건설 관련계약 활동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계약에 대한 기본고려사항 

및 계약의 형태, 그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및 해소 방법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을 전달하고자 한다.

CIV401  도로및교통공학 

Highway and Traffics Engineering

도로교통의 개요 소개 , 조사 및 계획, 도로

의 기하 구조설계, 도로토공, 도로배수, 노상 

및 보조기층, 포장두께설계법, 시멘트, 콘크리

트 포장으로 구분하고 각 항에 대하여 이론

과 실무적 면에서 도로구조령 및 각종 시방

서에 기준을 두고 학습한다. 

CIV411  강구조설계 

Steel Structural  Design

강구조를 설계할 때의 기본적인 설계이론을 

비롯하여 하중과 처짐, 강재의 특성, 부재의 

연결 및 강구조물의 세부상세에 관해 설명하

고 기본적인 강교를 설계하는 능력을 기른

다.

CIV413  PS콘크리트공학 

Prestressed Concrete Engineering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기본원리와 PC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프리스트레

싱 방법과 정착장치, 프리스트레스의 도입과 

손실 및 휨 부재의 설계개념 및 이론에 대해

서 다룬다.

CIV421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지반 조사, 시료채취 및 현장시험, 얕은 기초

의 지지력, 침하해석, 말뚝의 지지력 및 침하

량 추정, 옹벽설계, 굴착 흙막이공법 설계, 지

반개량 공법의 실무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CIV422  암반및터널공학 

Rock and Tunnel Engineering

암반지반에 토목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암반분류법, 암반내의 응력 및 변형해석 등 

역학개념을 익히고 이들을 실제 지하공간, 암

반사면 및 터널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CIV431  환경수리학 

Environmental Hydraulics

하천과 해양에서의 오염물질거동 및 호소의 

성층화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제어, 관리하는데 필요한 응용기술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IV432  해안및항만공학

Costal  and Harbor Engineering

해안의 특성과 수리학적 이론, 해안구조물과 

항만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시공에 관

한 이론과 실제응용법, 유지관리법 등을 익힌

다.

CIV442 일반환경정책론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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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문제의 올바른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환경

문제의 종합적인 접근을 파악한 후 앞으로 

닥치게 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환경정책

의 방향을 설정한다. 내용으로 환경문제에 대

한 관심, 기술과 정책,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특별이익집단의 역할, 환경정책의 소득분배

적 국면, 환경정보의 수집과 활용, 환경분석

과 평가방법, 정치제도와 환경행정, 오염관리

와 자연자원의 관리, 환경계획, 환경정책의 

국제적 측면, 정보사회의 환경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지도한다.

CIV462  사회환경시스템설계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Capstone Design 

다양한 교과목을 통하여 학습한 건설 구조물

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실제의 예제

를 중심으로 실습해보는 교과목으로서 기술

적인 설계요소와 관리적인 설계요소의 이해

의 증진을 도모한다. 건설 생애주기를 통한 

단계별 활동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실제 프

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식활용 

방법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주요한 강의 주제로는 부동산 개발 프로

세스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개발 사업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술적, 정치/사

회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고찰, 프로

젝트 금융 조달 방법에 대한 이해, 대안의 설

정 및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이해와 실습, 가

치공학 및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실습, 시공계

획서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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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본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본교 및 공과

대학의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혜의 체

득과 자비의 정신을 고양시켜 세계화와 급속

히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 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하여 생

명․화학공학 관련 제반 산업시설을 안전하

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

계․운전하고 유지․관리하며, 생명․화학공

학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 및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능력과 도덕적 책임의식 및 협동심을 갖

춘 국제수준의 생명․화학공학 전문 기술인

을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생명․화학공학과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

육목표를 설정하 다.

  (1) 생명․화학공학 전반의 현장에서 제반 

문제점을 이해․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전문지식을 갖춤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실

무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를 양성시킨다.

  (2) 올바른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함

양하며 팀의 다른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원활

히 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국제적으로 외국 전문가와 협동할 수 있

는 제반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시킨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화학공학과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자연과학 현상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

하여  화학, 수학, 컴퓨터, 생명 등의 기초학

문을 배우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산업화에 

응용하여 어떻게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 

화공엔지니어들은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

해와 더불어 이를 실제로 구현하여 제품을 

생산해내는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폭 

넓은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원하는 화학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장

과 장치의 사양을 고안해내고, 공장을 설계

하며 이러한 시설들을 가동시킨다. 

  화학공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동력원

으로서 각종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생활

에 필요한 재료를 얻는 방법을 찾고,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을 퇴치하는 의약품을 만들어

생명화학공학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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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의 중화

학공업발전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 고, 21세기에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새로운 세

상을 펼쳐 나갈 전자․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근간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화학공학은 기존의 정유, 석유 화학분야로

부터 의학, 전자재료, 환경, 신소재 등의 분

야로 활동 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기

술/바이오기술/나노기술/환경기술의 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이러한 분양에

서 대량 생산 기술을 다룰 수 있어 21세기

를 주도해 나갈 융합시스템 학문으로 정립

되어가고 있다. 

  미래의 화학공학 분야는 크게 (1)Bio 

Technology(생명공학), (2)IT Materials(정보

전자 소재), (3)Nano Technology(나노기술) 

(4)Energy/Environment(에너지/환경), 

(5)Computation and Systems(전산 및 시스

템), (6) 이들의 복합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생명․화학공학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

학 등의 기초과학과 물질 및 생체에너지의 활

용과 이용, 그리고 생산기술을 연결하는 중요

한 교량적 역할을 하여 왔다.  생명․화학공학

에서 다루는 분야로서는 생명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분리, 고분자를 포함한 신소재, 에너

지와 자원, 생물공학, 환경산업 등 다양하게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특성 

때문에 생명․화학공학은 높은 시대적 적응력

을 갖게 되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어서 생의약 및 생명산업, 전

자 및 광재료, 미세구조재료, 안전관리, 환경

문제, 공정자동화, 연료 및 에너지 산업 분야 

등에서 크게 기여하며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생

명․화학공학 프로그램을 전공한 학생들은 크

게 졸업 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정기술

분야와 일반관리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공정기술분야

  - 설계공학 : 생명 및 화학공정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공정 혹은 장치를 설계

  - 기획설계공학 :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처

음부터 끝까지 설계 및 관리

  - 생산관리 : 필요로 하는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들의 관리

  - 플랜트 엔지니어링 : 공정의 문제 해결과 

개선, 수정을 통한 기술적인 지원

  - 연구개발 : 연구실에서 개발된 새로운 연

구들의 산업화

○ 일반관리분야

  - 재정, 경  : 공정산업의 경제적 분석 및 

경 관련 불확실 요소들의 이해와 분석

  - 기술 업, 기획 : 공정산업으로부터 생산

된 제품의 판매와 기술적 지원 및 신규사업 

진출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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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2 CEN 151 생명화학공학설계입문 3 3 종합설계과목/전필

2

1

CEN 204

CEN 201

CEN 202

CEN 203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생물공학입문

공업유기화학

3

3

3

3

3

3

3

3

전필

2

CEN 254

CEN 251

CEN 252

CEN 253

화공기초실험

공업미생물학

환경공학입문

고분자공학입문

3

3

3

3

3

3

3

6 전필

전문

교육

과목

3, 4

1

CEN 306

CEN 301

CEN 302

CEN 303

CEN 304

CEN 305

CEN 307

CEN 401

CEN 402

CEN 404

CEN 405

CEN 406

화공단위조작실험

공정열역학

반응공학

고분자공학

현장실습Ⅰ

생물소재공학

주니어세미나

물질전달

생명․화학공학 종합설계 Ⅰ

생물화학공학

재료공학

화학공정제어

3

3

3

3

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6

2

전필

종합설계과목/전필

2

CEN 455

CEN 452

CEN 351

CEN 352

CEN 353

CEN 354

CEN 355

CEN 356

CEN 451

CEN 454

생명․화학공학실험

생명․화학공학 종합설계Ⅱ

화공열역학

열전달

화학공정해석

현장실습Ⅱ

화공유체역학

분자생물공학

콜로이드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3

3

3

3

3

1

3

3

3

3

3

3

3

3

3

3

3

3

6

2

전필

종합설계과목/전필

    *설계 18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 포함/비인증)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학점

학문기초  3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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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병 식
분리공정 막분리 물질전달

연세대 화학공 / 연세대 화학공 / 연세대 화학공 공학박사

박 정 극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입문

연세대 화학공 / Lehigh대 화학공 / Lehigh대 화학공 공학박사

이 명 천
고분자 고분자공학, 화공유체역학

서울대 화학공 / KAIST 화학공 / Purdue대 화학공 공학박사

박 상 진
공정설계 및 열역학 공정열역학, 생명 ․ 화학공학 종합설계

동국대 화학공 / Illinois(Chicago)대 화학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이 의 수
공정설계 및 제어 화학공정제어, 화공수학

서울대 화학공 / KAIST 화학공 / Purdue대 화학공 공학박사

임 종 주
환경공학 및 계면현상 환경공학입문, 콜로이드공학

서울대 화학공 / Rice대 화학공 / Rice대 화학공 공학박사

박 상 권
공업재료 및 계면현상 계면공학, 공업유기화학

서울대 공업화학 / Auburn대 화학공 / Auburn대 화학공 공학박사

박 장 서
미생물학 공업미생물학, 생물소재공학

서울대 미생물 / 서울대 미생물 / California(Davis)대 미생물학 Ph.D

김 지 현
생물공정공학 생물화학공학

서울대 화학공 /서울대 화학공 /서울대 화학공 공학박사

원 기 훈
효소공학 열전달, 화공양론

항공대 화학공 /포항공대 화학공 /포항공대 화학공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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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비고

공정설계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

생명․화학공학설계입문

화공열역학

화학공정제어

화학공정해석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 Ⅰ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 Ⅱ

신소재

고분자공학입문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

생명․화학공학설계입문

고분자공학

콜로이드공학

재료공학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 Ⅰ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 Ⅱ

생명공학

환경공학입문

생물공학입문

화공양론

공업물리화학

공업유기화학

생명․화학공학설계입문

생물화학공학

생물소재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공업미생물학

분자생명공학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 Ⅰ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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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체계도

생명공학

환경공학입문

생물화학공학

생물소재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공업미생물학

분자생명공학

신 소 재

고분자공학입문

고분자공학

콜로이드공학

재료공학

종     합

현 장 실 습 Ⅰ,Ⅱ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Ⅰ,Ⅱ

전 공 일 반 과 목

반응공학, 화공유체역학, 열전달, 화공열역학,

물질전달

전 공 필 수 과 목

생명․화학공학 설계입문, 화공양론, 화공기초실험, 화공단위조작실험, 

생명․화학공학실험, 생명․화학공학종합설계Ⅰ,Ⅱ

공 정 설 계

화학공정제어

화학공정해석

기 초 과 목

생물공학입문, 공업유기화학,

공업물리화학, 환경공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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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EN151 생명․화학공학 설계입문 

Chemical & Biochemical Design Primer

생명․화학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

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

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

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N201 공업물리화학  

Industrial  Physical  Chemistry

기체법칙, 열역학의 제반법칙, 상평형, 화학평

형, 전기화학전지, 생체 내 반응에 대한 평형관

계, 표면화학 등의 열역학에 관한 제반 분야의 

내용과 연습문제 등을 풀이한다. 화학동력학 

분야인 기체분자 운동론 반응속도에 관계되는 

기본 관계식과 기체반응 반응속도론 액체반응

의 반응속도론, 화학반응 및 용액 중에서의 비

가역적 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CEN202 생물공학입문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공학도를 위한 생물공학의 입문과정으로 범위 

및 기본개념을 다루고 생물산업의 역사와 최

근의 동향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

한 생물과학의 기초분야의 지식 및 응용을 다

룬다.

CEN203 공업유기화학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특성과  화학반응, 반응의 기초이론, 이성질체

론, 형태론, 기하  이성과 광학이성 등 입체화

학, 치환반응 등의 반응 메  카니즘을 다룬다. 

유기화학물의 합성, 반응, 특성 및  각 작용기

의 반응, 분광학적 방법에 의한 유기화합물  에 

구조 결정의 기초 등을 다룬다.

CEN204 화공양론  

Chemical Process Calculation 

화학공학의 단위환산을 다루고 단순 및 복합

화학공저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의 개념과 계산에 대하여 논한다. 화학공

학의 기본적 해석과 표현방법, 물리화학적 기

본원리의 응용 및 정상상태, 비정상상태에서의 

에너지 수지의 개념과 계산을 다룬다. 

CEN251 공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산업에 이용되는 미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물질대사  에 대한 기본개념과 그 응용기술들

을 익혀 유용물질  생산 등 공업적 활용방안에 

대해 다룬다.

CEN252 환경공학입문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최근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소

비속도  가 급증하면서, 생태계가 교란되어 더 

이상 균형을 유   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두

된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정화방법의 원리에 대하여 알아  본다.

CEN253 고분자공학입문  

Introduction to Polymer Engineering

환경친화용, 생체의료용, 정보산업용, 그리고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 까지 각

종 고분자 재료   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 

응용, 그리고 개발동향을 강의함으로써 고분자 

재료의 응용 분야 및 개발 동향에 대하여 전반

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CEN254 화공기초실험  

Chemical Engineering                 

Lab-Fundamentals

화학공학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이론을 실험

에 의하여 관찰하여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 연구실험 방법을 익히

고, 화학장치설계를 할  수 있은 기초능력을 기

른다.

CEN301 공정열역학  

Introduction to 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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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dynamics

열역학의 기본적인 제1, 제2, 제3법칙을 중심

으로 자연계 변화에 대한 원리 및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의 화학공정계의 응용에 대해서 

강의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계의 변화

를 검토하고 이를 이용한 실제 문제를 다룬다.  

열역학 제1,2법칙을 기본으로 상평형, 화학평

형을 이해하고 혼합물의 열역학적 특성을 공

부한다. 나아가 실제공정에서의 열역학적 해석

을 흐름공정, 열기관, 냉도 및 액화공정 등을 

다룬다.

CEN302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화학반응 현상을 이해시키고 반응기 설계 및 

운 에 필요한 반응속도, 물질전달 및 열전달 

현상을 종합해서 균일계 반응의 반응속도론, 

반응기구, 회분반응기의 테이터 해석법등 혼합

형 반응기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를 배운다. 비

이상형 화학반응기 설계 및 해석을 다룬다.

CEN303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의 구조와 물성과의 관계를 강의하여 

구조 및 분자량 변화에 따른 물성변화를 예측

하도록 한다. 또한 목적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물성의 종류와 측정법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하

여도 강의한다.

CEN304 현장실습Ⅰ  

Process Operation Practice Ⅰ

생명화학공정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전공

강좌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공정의 

구성 및 운 과 관련된 지식을 체득한다.

CEN305 생물소재공학 

Functional Bio-material Technology

생물 소재로써 생리활성을 가지는 물질의 작

용기전,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하고 한편 생물소재의 분리, 정제종정과 이를 

물질들의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을 목표로 한다. 

CEN306 화공단위조작실험  

Chemical Engineering Lab-Unit

Operation

유체이동, 열이동, 물질전달, 기계적 분리조작, 

반응공학 및 공정제어 등 화학공학에 적용되

는 여러 조작의 원리와 장치를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CEN351 화공열역학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공업물리화학 및 공정열역학에서 터득한 기본

적 열역학 법칙과 순수 및 혼합물의 열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흐름공정의 열역학, 조성이 

변하는 계의 열역학, 용액의 열역학 및 화학반

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상평형을 이해

함으로서 화학공정의 조작 및 설계 원리를 이

해할 뿐 아니라 공정을 설계 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CEN352 열전달  

Heat Transfer

화학공정에 이용되는 열이동조작에 관한 사항

을 다룬다. 대류, 전도, 복사, 등에 의한 열이동

현상의 해석 및 원리를 다루고 열교환기, 증발

기와 같은 열전달 장치의 형식 및 특성과 조작

이론 등을 강론한다.

CEN353 화학공정해석  

Process Engineering and Analysis

컴퓨터를 이용한 화학공정의 모사를 위한 여

러 가지 관련 기초이론들을 다룬다. 공정의 자

유도 분석방법 및 적용사례, recycle이 포함된 

공정의 해석법과 해를 구하기 위한 수치해석

적 기법 등을 배우며, 다양한 화학공정을 대상

으로 공정해석과 전산모사를 수행함으로써 화

학공정에의 컴퓨터 응용에 관한 이해력을 증

진시킨다.

CEN354 현장실습Ⅱ  

Process Operation Practice Ⅱ

[현장실습Ⅰ]의 계속되는 생명화학공정과 관련

된 현장을 방문하여 전공강좌에서 학습한 이

론을 바탕으로 실제공정의 구성 및 운 과 관

련된 지식을 체득한다.

CEN355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in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유체의 유동 특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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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후 각종 유체전달 장치에 적용하여 각 장

치에서 압력, 에너지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며, 유속, 속도분포 등을 예측하도록 하여 유체

전달에 관한 제반 문제를 이해 및 해결하도록 

한다.

CEN356 분자생명공학  

Molecular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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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401 물질전달  

Mass Transfer

화학공정을 구성하는 단위장치의 대부분을 이

루는 물질 전달적 특징을 지니는 조작에 대하

여 다룬다. 이에는 분리 및 정제로서 증류, 흡

수, 추출, 건조, 조습, 침출 등이 포함되어, 이의 

이론 및 원리와 그 장치들의 특성, 설계방법 및 

해석 등을 취급한다.

CEN402 생명․화학공학 종합설계 Ⅰ

Chemical & Biochemical  Design Ⅰ

생명․화학공학의 모든 분양에 걸친 종합설계

적인 문제들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하

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CEN404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도를 위한 생물공학의 입문과정으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포함한 미생물, 동물, 

식물의 세포구조와 활동을 취급하고 생물체의 

대사과정과 물질전달현상을 다루며 기초적인 

생화학과 산업미생물학을 기초로 한 생물공학

산업을 소개한다.

CEN405 재료공학  

Material  Engineering

화학 및 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응용되고 있는 세라믹, 금속, 고분자 및 

복합재료 등에 관한 기본이론 및 응용에 관하

여 논한다.

CEN406 화학공정제어  

Chemical Process Control

화학공정의 자동화에 필수적인 제어이론들을 취급한

다. 이를 위하여 화학공정계의 동특성해석 및 

공정요서의 분석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각종 

공정제어 장치들의 특성 및 선정기준에 대하

여 알아보고,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 조사방법

을 실습함으로써 실제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CEN451 콜로이드 공학  

Colloid Science and Engineering

콜로이드 공학은 제약, 화장품, 식품, 페인트, 

세제, 섬유 등의 일상생활과 접한 화학산업 

분야 뿐 아니라 나노소재, 약물전달 시스템, 초

미세 공정 등 첨단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콜

로이드 공학의 기본 개념인 젖음, 계면, 분산, 

응집, 에멀젼, 거품, 콜로이드 안정성, 계면활성

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이를 바탕

으로 콜로이드 공학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

용시키기 위한 응용기술의 원리에 대하여 강

론한다.

CEN452 생명․화학공학 종합설계Ⅱ

Chemical & Biochemical  Design Ⅱ

생명․화학공학의 모든 분양에 걸친 종합설계

적인 문  제들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하

도록 과제를 부  여한다. 

CEN454 생물분리정제공정  

Bioseparation Process

생물화학공학의 기본개념과 분리정제의 기본

원리를  접목시켜 단백질 등과 같은 유용한 생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CEN455 생명․화학공학실험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Lab-Applications

미생물 배양, 생물발효, 생물공정제품의 분리, 

정제  및 확인법에 대하여 실험하며 단위공정

실험에서의 기  구 및 장치의 종류와 그 조작

법, 화학공업 중간체, 정 화학제품들의 합성, 

정제 및 확인법에 관해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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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기계공학과는 1992년에 신설되어 2007년 

현재 전임교수 8명과 겸임교수 5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입학정원은 60명으로, 많은 

실험․실습 및 연구용 기자재 확보를 통하

여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최초로 2001년에 한국공학교육인

증원(ABEEK)의 시범인증을 받고 2003년에 

정식인증을 획득한 후 2004년에 최초 인증 

졸업생을 배출하 고, 2007년에 차기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진

학한 학생은 ABEEK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정을 따라 체계적인 이수과정을 밟아야하며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아래의 교육

목표와 학습성과를 철저히 인지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기계공학 프로그

램에서는 강의와 실험, 실습을 통한 기본역

학 원리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 및 

생산, 진동/제어 및 자동화, 열유체 및 에너

지시스템 등의 응용분야를 학습하게 하여 

기계시스템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

응할 수 있는 공학도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

를 위해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반 된 다음

과 같은 교육목표를 정립하 다.

  1. 이론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실무를 겸

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공학적 해결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향을 폭넓게 이해하며, 직업적, 도덕적 책

임의식을 갖는 엔지니어의 역할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지향

한다.

  3.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료수집, 설계, 

제도, 해석프로그램 작성, 보고서 작성 등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4.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

웨어패키지를 활용하여 기계요소 및 시스

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5. 팀별 과제 수행으로 협동과 분담, 프

레젠테이션의 경험을 쌓아, 졸업 후 관련 

산업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

성을 지향한다.

  6. 국제화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인재

의 양성을 지향한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기계공학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이 전공기반, 기본소양 및 공학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공기반

  1. 수학, 기초과학 및 역학의 지식과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기계공학 관련 자료를 이해 ․ 분석하고 

실험을 계획 ․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요구된 조건을 만족하는 기계공학 요소, 

시스템 및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기계공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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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계공학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복합 학제적 팀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기본 소양

  1. 직업적, 도덕적 책임에 관한 인식

  2.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적 해결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

  4.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평생교

육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5. 경제, 경 , 환경, 법률 등 시사적 논점들

에 대한 기본 지식

  6.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 실무 능력

  1. 설계자료 및 설계도와 장비의 사양을 이

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 기계공학 실무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

  3. 기계공학 실무에 필요한 공작기계, 계측장

비 등 하드웨어 사용 능력

     

  • 기타

  1. 인터넷 및 오프라인 검색에 의한 자료 수

집 능력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기계공학은 에너지의 변환과 전달, 기계의 

설계와 생산에 관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이의 실용화를 다루는 학문으로 공학의 모

든 분야와 긴 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국

내산업 근간을 이루어 온 자동차, 조선, 철

강산업과 현대산업의 중추를 이루어 나갈 

반도체, 로봇, IT 및 NT산업,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기술 모두가 기계의 설계, 제작 및 

제어 기술의 기반위에 가능한 산업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더 나은 삶과 풍요로

움은 기계공학과 기계 산업의 발전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기계공학은 더욱 번 된 미

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해야할 분야

이다.

  기계공학의 역은 인간 삶의 질적 변화

를 도모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

한 전자공학, 화학공학, 생명공학, 정보공학 

등 인접 학문 분야와 융합되어 가면서 새로

운 학문분야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다. 기

계공학은 현대 산업의 기반이며 미래에는 

국가발전을 주도하고 혁신기술을 통해 편리

하고 건강한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역동

적인 인간 본위의 학문이다. 기계공학은 공

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계 관련 지식을 

전수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

한다. 

졸업 후 진로

  199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대학원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사장교 및 

병역특례업체 등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진출가능분야로는 자동차, 전자, 중공업, 에

너지/환경, 건설, 조선 및 바이오 분야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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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반에 걸친 기업을 포함하며, 연구소 및 

이공계분야의 병역특례업체도 해당된다. 전

반적으로 기계 및 전자, 전산, 제어 등의 분

야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리게 됨에 따라 

단순한 기계분야 외에 전자, 전산 등의 분야

로도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에

는 정보화와 더불어 미래형 자동차, 환경‧신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메카트로닉

스, 첨단 의공학 등이 국가 성장 동력의 주

력분야로 떠오르면서 그 핵심에 있는 기계

공학이 중요한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

며, 기계공학도는 현대산업사회의 미래를 개

척하는 첨병역을 맡게 될 것이다.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 포함/비인증)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학점

학문기초   3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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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MEC 101

MEC 102

기계공학입문 및 실습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3

3

2

2

2

2

전필, 어강의

전필

2
MEC 151

MEC 152

기계재료학

열역학

3

3

3

3

전필

전필

2

1

MEC 201

MEC 202

MEC 203

MEC 204

기계제도

고체역학

기구학

메카트로닉스 및 실습

2

3

3

3

1

3

3

2

2

2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어강의

2

MEC 251

MEC 252

MEC 253

MEC 254

기계공학해석

유체역학 및 실험

동역학

응력해석 및 실험

3

4

3

3

3

3

3

2

2

2

전필

전필

전문

교육

과목

3, 4

1

MEC 302

MEC 303

MEC 304

MEC 305

MEC 307

MEC 308

MEC 401

MEC 403

MEC 404

제조공학실습

제조공학

응용 열유체공학 및 실험

기계제어 및 실험

열전달

Junior Seminar

기계시스템설계Ⅰ

CAE

에너지 특론

2

3

4

3

3

1

3

3

3

3

3

2

3

1

1

2

3

4

2

2

4

2

전필, 어강의

전필

2

MEC 351

MEC 352

MEC 353

MEC 354

MEC 356

MEC 451

MEC 452

MEC 453

MEC 454

계측공학 및 실험

기계요소설계

응용기계설계

CAD/CAM

터보기계

자동차공학

기계시스템설계Ⅱ

진동 및 소음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

3

3

3

3

3

3

3

3

3

2

3

2

2

3

3

1

3

3

2

2

2

4

전필

전필

전필

※ 설계학점 18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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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고 봉 환
제어 및 자동화 기계제어 및 실험, 기계요소설계, 자동차공학

성균관대 기계설계 / 성균관대 기계공 / Dartmouth대 기계공 공학박사

곽 문 규
진동 및 제어

동역학, 메카트로닉스 및 실습, 진동 및 소음,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서울대 조선공 / 서울대 조선공 / Virginia Tech.대 기계공 공학박사

방 세 윤
정 가공 및 계측 기구학, 계측공학 및 실험,  CAD/CAM, CAE

서울대 기계공 / KAIST 기계공 / Pennsylvania주립대 기계공 공학박사

변 기 홍
열전달 기계공학해석, 열전달,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

서울대 기계공 / Iowa대 기계공 / Iowa대 기계공 공학박사

성 관 제
유체공학 기계공학입문 및 실습, 유체역학 및 실험, 터보기계

서울대 기계공 / 서울대 기계공 / Stanford대 기계공 공학박사

송 명 호
열공학

열역학, 응용 열유체공학 및 실험, 에너지특론, 

제조공학실습

서울대 기계공 / 서울대 기계공 / Purdue대  기계공 공학박사

이 호 용
소성가공

고체역학, 응력해석 및 실험, 제조공학, 

응용기계설계

서울대 기계설계 / KAIST 기계공 / Michigan(Ann Arbor)대 기계공 공학박사

임 중 연
기계설계

기계재료학, 기계제도, 기계시스템설계Ⅰ

기계시스템설계Ⅱ

서울대 금속공 /California(Berkeley)대 기계공/California(Berkeley)대 기계공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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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설계 및 생산

 기계공학입문 및 실습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기계재료학 

 열역학 

 기계제도

 고체역학 

 기구학

 동역학 

 유체역학 및 실험

 기계공학해석

 응력해석 및 실험

열전달

응용기계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시스템설계Ⅰ

기계시스템설계Ⅱ

제조공학실습

계측공학 및 실험

자동차공학

제조공학

CAD/CAM

CAE

열유체 및 에너지 시스템

 기계공학입문 및 실습, 

 창의적공학설계 및 실습

 기계재료학

 열역학

 기계제도

 고체역학

 기구학

 동역학 

 유체역학 및 실험

 기계공학해석 

 응력해석 및 실험

 열전달

열전달

응용기계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시스템설계Ⅰ

기계시스템설계Ⅱ

제조공학실습

계측공학 및 실험

자동차공학

응용 열유체공학 및 실험

터보기계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

에너지 특론

진동, 제어 및 

자동화

 기계공학입문 및 실습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기계재료학

 열역학

 기계제도

 고체역학

 기구학

 동역학 

 유체역학 및 실험

 기계공학해석

 응력해석 및 실험

열전달

응용기계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시스템설계Ⅰ

기계시스템설계Ⅱ

제조공학실습

계측공학 및 실험

자동차공학

기계제어 및 실험

진동 및 소음

메카트로닉스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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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 프로그램은 ABEEK의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하 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학사운 체계를 구축

하여 운 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

는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사 기준에 따라 학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전공교과목은 

선수교과목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졸업 시까지 총 18학점 분량은 설계 내용을 이수해야 하므로, 신입생 

및 재학생은 반드시 기계공학과 학업이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후 학업지도교수와 긴 한 상의 후 체계

적인 학업이수 계획을 세워야한다. 

전공교육과정의 구성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 으며, 학년별 이수체계도와 선수과목 체계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전공기반 교과목

    기계공학입문 및 실습,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기계재료학, 기계공학제도 및 기계공학해석으로 구

성되며 이를 통하여 기계공학 전반을 이해하고 기본도구 중 하나인 제도 및 수학적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2) 역학 교과목

   고체역학, 기구학,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이 있으며 MSC교과목에서 익힌 능력을 기반으로 기계공학 

응용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기초역학 실력을 배양한다.

(3) 응용 교과목

   역학시스템과 열유체시스템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 분석능력과 설계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계 및 생

산”, “열유체 및 에너지 시스템”, “진동‧제어 및 자동화” 및 공통 역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 가지 전문

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수강하거나 각 전문 역을 골고루 수강할 수 있다.

(4) 종합설계 교과목

   이미 다양한 교과목을 통하여 익힌 요소별 설계능력을 종합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서 특히 기계공학전

반에 걸친 지식을 활용하여 역학시스템과 열유체시스템에 대한 설계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들 교과목은 

종합적인 설계능력과 실용적인 응용능력을 갖춘 기계공학 엔지니어에게 필수적인 교과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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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이수체계도 및 선수과목체계도

학년 1 2 3 4

학기 1 2 1 2 1 2 1 2

교양필수

(12학점)

자아와명상1

영어회화1

영어독해1

자아와명상2

영어회화2

영어독해2

고전세미나, 기술보고서작성, 불교와인간 

기본소양

(6학점)
공학경제, 공학법제, 기술과사회

MSC

(30학점)

미적분학1

물리학/실험1

미적분학2

물리학/실험2

선형대수학

수치해석
공학수학1 기타MSC 확률및통계 기타MSC

전공필수

(45학점)

기공입문

창공[3]

기계재료학

열역학

고체역학

기계제도 

기구학[0.5]

메카트로닉스

[0.5]

동역학[0.5]

유체역학

열전달 응용설계[3]

요소설계[1]

기계SYS

설계1[3]

기계SYS

설계2[3]

전

공

선

택

(16

학

점)

공통

영역

기공해석

응력해석[0.5]
제조공학실습 계측/실험

자동차공학

[0.5]

설계/ 

생산

제조공학

[0.5]

CAD/CAM

[2]
CAE[1]

열유체/ 

에너지

응용열유체

[0.5]

터보기계

[0.5]

에너지특론

[0.5]

공조냉동

[0.5]

제어/ 

자동화

기계제어

[0.5]

진동소음

[0.5]

[설계과목]
창공

[3]

응용설계

[3]

기계SYS

설계1[3]

기계SYS

설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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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수 과 목   체 계 도

학년 1 2 3 4

학기 1 2 1 2 1 2 1 2

선

수

과

목

고체역학 응력해석 

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

열역학 응용열유체

기계제도 기계요소
설계

창공 응용
기계설계

기계제도 CAD/CAM

유체역학 터보기계

기계제도 CAD/CAM 기계SYS
설계1

고체역학 CAE

기계제도 CAD/CAM 기계SYS
설계1

기계SYS
설계2

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 공조냉동

동역학 진동/소음

■ 교과목 해설

MEC101 기계공학입문 및 실습

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and Practice  

1학년 학생들은 대상으로 기계공학 전공에서 

배우게 될 역학개념과 공학문제 해결방법 및 

도구를 익히고 공학의 전문성 및 공학윤리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구성원으로서 팀 프로

젝트 수행을 경험하게 한다. 해석도구 실습

과 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실습이 포함

된다. <필수과목>

MEC102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Creative Engineering  

Design and Practice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여 21세

기 지식기반 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필수과목>

MEC151 기계재료학 

Engineering Materials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에 대하여 공부

한다.  강도, 파괴, 피로, 크리프 등을 설계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case study 와 함께 다루어 본다.  <필수과

목>

MEC152  열역학  

Engineering Thermodynamics

기계공학 기본 역학과목 중 유일한 1학년 대

상 과목이다. 에너지, 동력 및 열 사이의 관

계와 물질의 성질 등 기본개념과 정의를 이

해하고 이를 사이클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강의내용은 열역학의 기본 

개념과 정의, 순수물질의 성질, 열과 일, 열역

학 1, 2법칙, 내부에너지, 엔트로피, 동력 및 

냉동 사이클의 소개 등이다. <필수과목>

MEC201 기계제도 

Mechanical  Drawing

기계공학도의 기본언어인 기계제도의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다. CAD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원칙에 따라 다양한 도면을 작성해 

보며, 작성된 도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

한다. <필수과목>

MEC202 고체역학 

Mechanics of Sol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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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역학의 기본원리인 평형조건, 기하학적 

적합조건, 응력-변형률의 관계 등을 공부한

다. 응력과 변형률의 개념을 소개하고 평면

응력, 변형률에 대한 Mohr원 표시법을 공부

한다.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시험에 의해 얻

어지는 응력-변형률의 관계에 대하여 공부한

다. <필수과목>

MEC203 기구학 

Kinematics

기계부품의 상대운동, 즉 변위, 속도, 가속도

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기구학의 기본 개념

을 이해하고 기계부품의 운동해석과

Mechanism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필수과목>

MEC204 메카트로닉스 및 실습

Mechatronics and Practice

기계-전자 시스템인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메카트로닉스 시

스템의 인터페이스 문제와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제    어 알고리듬의 

적용방법,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종류와 사용 

방법, 전자 회로의 기초 원리를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필수과목>

MEC251 기계공학해석 

Mechanical  Engineering Analysis

기계공학 전공 관련 또는 공학 관련 강좌에

서 배운 기본 법칙 및 지식들을 응용해서 시

스템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세우는 방법

과 이의 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MEC252 유체역학 및 실험

Fluid Mechanics and Lab

비압축성 유체가 정지 또는 운동 상태에 있

을 때 일어나는 제반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

석하는 방법을 배워 이를 실제 문제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유체의 성질, 유

체 내의 압력분포, 제어 제적에 대한 적분관

계식, 유체질점에 대한 미분관계식, 차원해석

과 상사성 및 내부, 외부 점성유동 이론 등을 

학습하고 강의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간단한 유체공학적 요

소의 설계내용이 포함된다.  <필수과목>

MEC253 동역학 

Dynamics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운동의 

기본 원리, 질점의 기구학, 뉴톤 제2법칙의 

적용, 충격과 운동양의 원리, 일과 에너지 원

리를 배우고 이를 적용해 질점의 운동을 해

석한다. 강체의 질량관 성모멘트와 강체운동 

해석을 위한 뉴톤 제2법칙의 적용을 공부한

다. <필수과목>

MEC254 응력해석 및 실험

Stress Analysis and Lab

고체역학의 기본원리인 평형조건, 기하학적 

적합조건, 응력-변형률 관계 등을 축, 보, 기

둥 등에 적용하여 비틀림, 굽힘, 좌굴 현상에 

대하여 응력과 변형률 등에    대한 해석을 

공부하며 설계에 응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인

장, 비틀림, 피로 경도 실험과 좌굴 실험 등

을 수행한다.  <선수과목 : 고체역학>

MEC302 제조공학실습 

Manufacturing Process Lab

각종 공작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

고 운전법을 습득하며, 도면에 따라 실제로 

가공 실습한다. 가공 치수와 표면조도 측정, 

다듬질, 선반, 링, 드릴링, CNC 링 작업

등과 용접작업을 실습한다.

MEC303 제조공학 

Manufacturing Engineering

제조공학의 기초로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금속의 구조 및 가공특성, 표면특성 등을 공

부한다. 제조 공정의 기본이 되는 주조, 용접, 

소성가공, 절삭가공, 특수가공 등에 대한 이

론과 기계 장치들에 대하여 공부하여 생산과 

설계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MEC304 응용열유체공학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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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hermo-fluid Engineering and 

Lab

연료가 갖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하는 방

법들 중에서 증기동력 사이클을 사용하는 중

대형 발전 설비와  오토 및 디젤 사이클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

고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강의내

용은 연료와 연소, 증기의 열역학적 특성, 증

기 및 내연 기관의 종류 및 사이클 해석, 흡

기 및 배기, 냉각 및 환경문제 등이다. 

실험 시간에는 온도 및 압력 측정, 포화 

압력과 온도의 관계, 가스수화물 생성 

등을 직접 체험하며 학습한.

<선수과목 : 열역학>

MEC305 기계제어 및 실험

Control of Mechanical System and 

Lab

자동제어가 포함된 기계시스템의 해석과 피

드백의 기본 원리를 습득한다. 동적 시스템

의 모델링 및 제어기의 설계기법을 공부하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MEC307 열전달 

Heat Transfer 

온도차에 의해 경계를 통해 전달된 열량에 

의해 일어나는 시스템의 온도분포 및 변화 

와 관련되는 현상 및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기본 열전달     현상인 전

도, 대류, 복사열전달에 대해 소개한다. 

<필수과목> 

<선수과목 : 열역학, 유체역학 및 실험>

MEC401 기계시스템설계Ⅰ

Mechanical  System DesignⅠ

기계공학의 모든 교과 역을 기반으로 최고

학년에 실행하는 종합설계(Capstone Design)

교과목이다.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하여 1년 

동안(2학기) 진행되는 팀별프로젝트의 전반부

이며, 그 작품결과를 2학기 말 개최되는 기

계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1

학기 동안 제품제안 및 제작가능성검토, 유

사제품의 조사 및 벤치마킹, 스케치 및 기본

설계, 자재명세서작성, 제작예산수립, 공정도

작성 등을 수행하여 제작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 모든 과정을 마친다. 본교과목은 실무적 

성격이 강한 교과목으로서, 외부초청인사의 

설계사례특강 을 통하여 재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현장감을 높여주도록 한다.  

<필수과목> <선수과목 : CAD/CAM>

MEC403 CAE CAE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조 해석 및 기

계공학 문제와 관련하여 설계과정에서 요구되

는 변형과 응력 분포의 예측, 최적화 설계 능력

을 기른다. 복잡한 유한해석법 이론의 도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상용 프로그램의 전후처리기

능의 원활한 사용에 중점을 둔다.  

<선수과목 : 고체역학>

MEC404 에너지 특론 

Special Topics in Energy Problem

현안 과제인 에너지 고갈 및 기후 변화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안을 다룬다. 강

의내용은 화석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풍력), 

핵에너지, 병합발전, 가스수화물 등이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근래에 개발되기 시

작하여 미래에 활용빈도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 장치들의 원리 및 구조를 

포함한다. 

MEC351 계측공학 및 실험

Mechanical  Measurement and Lab

계측은 공학현상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동제어 과정의 기본 요소로서 필수

적이다. 각종 계측 시스템의 구성 및 측정 원

리, 오차 해석, Data 처리과정에 대하여 공부하

고 컴퓨터 응용계측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와 

병행해 직접 각종 센서를 통해 계측을 수행하

고, 신호해석 및 PC를 통한 Data 처리의 과정

을 습득한 후,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전기, 전자

회로의 기초 지식을 실험을 통해 습득하고, 관

련 계측장비의 사용법을 익힌다.

MEC352 기계요소설계 

Design of Machine Elements

본 교과목은 기본적인 기계요소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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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설계를 다룬다. 재료의 선택, 응력해석, 피

로, 파손 이론 등을 공부하고, 축, 나사, 스프

링, 베어링, 기어 등에 대한 해석과 그 설계

능력을 습득한다.  

<필수과목> <선수과목 : 고체역학>

MEC353 응용기계설계 

Intermediate Mechanical Design  

본 교과목은 기초설계와 캡스톤설계 사이의 

중간적 성격의 설계 교과목으로서 제조고려

설계에 대하여 공부한다. Topic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 하며. 공학도로서 직

업의식을 가지고, 경제성, 안전에 대한 고려, 

윤리적 기준 및 사회에 미치는 향도 아울

러 습득하도록 한다.

<필수과목> 

<선수과목 :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MEC354 CAD/CAM CAD/CAM

전산기를 이용한 설계와 제작의 기본원리와 

응용을 배운다. 전산제도,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형상모델링, 수치제어가공 등을 다룬다.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한 모델링 과

정을 익히고 설계 능력을 기른다.

 <선수과목 : 기계제도>

MEC356 터보기계 

Turbo-Machinery

유체역학과 열역학의 응용과목으로 터보기계

의 작동 원리, 설계방법, 운전특성, 성능예측

방법 등을 학습한다. 수력기계인 펌프와 수

차, 공기기계인 송풍기와 압축기 및 동력발생

장치인 가스터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

보고 이들의 운전성능을 해석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터보기계의 설계내용이 포함된

다.  <선수과목 : 유체역학 및 실험>

MEC451 자동차공학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및 시스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에 대한 기초지

식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미

래형 자동차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에 대

한 이해를 넓힌다.

MEC452 기계시스템설계Ⅱ

Mechanical  System DesignⅡ

1학기에서 수행한 기계시스템설계 I 교과목

의 결과로서 갖고 있는 제품의 설계도에 의

하여 실제 제작에 착수한다. 원자재 및 각종 

부자재를 산업공구상가 또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며 가공 공구 및 기계를 이용한 

punching, drilling, boring, tapping, shearing, 

bending, 선반가공, 링가공, 용접작업 등을 

공작실 또는 산업현장의 작업장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조립과 시운전의 작업에 있어 시행

착오의 결과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자재 변경 

등을 설계도에 반 하여 재작업하고 기계전

시회에 출품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수

행함으로써 기계공학의 실체를 체험한다. 

 <필수과목> <선수과목 : 기계시스템설계Ⅰ>

MEC453 진동 및 소음 

Vibrations and Noise

기계진동과 관련된 제반 기초 이론을 공부하

여 기계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해석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진동이론을 이용해 기계

의 내구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방진 설계 

기술을 습득한다. 소음의 발생 원인과 법적 

규제, 계측 방법을 습득하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선수과목 : 동역학>

MEC454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시스템을 냉난방 또는 냉동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실내, 외기, 일사량 조건을 고려한 냉난방

부하, 냉난방 기기 및 시스템, 단열재, 환기처

리, 냉동사이클, 히트펌프 등이 강의내용이다. 

<선수과목 :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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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건축공학전공에서는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

를 배양시키는 교육체제를 지향하며, 공학 근

본 원리에 충실한 교육, 다양한 실험과 실무훈

련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건축기술자와 

건설관리자를 배양한다. 또한, 건축공학 교육은 

건축구조, 시공 ․ 건설관리, 건축환경 및 설비 

교육을 중심으로 시공기술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관련 연구원, 구조 엔지니어, 건축환경 

전문가 및 건축설비 엔지니어 등 매우 다양한 

전문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건축공학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생이 건설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준비를 갖추기 위하

여 건축공학 전공기반, 기본소양, 실무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건축공학전공의 교육목

표이다.

  이에 따라, 건축공학 프로그램의 목표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다.

 1)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의 함양

   건축공학분야의 분석적 사고와 지식체계의 

함양을 위해 건축공학 전공기반 능력을 갖추도

록 한다.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축기술자와 건설관리

자의 배양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축기술자와 건설관리

자의 배양을 위해 건축공학 엔지니어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3) 산업지향적 실무위주의 교육

   산업지향적 실무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건축

공학 실무를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다양한 분

야의 실무자를 겸임 교수 및 강사로 위촉, 특

강 및 현장방문 정례화)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건축공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보다 경제적이

며 안전한 건축물을 설계․시공․관리할 수 있

는 양질의 건축 기술자를 양성하고, 발전된 구

조기술과 재료․공법 및 관리기술을 연구․개

발하여, 인간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데 그 근본 목표를 둔다. 또

한 국제화 시대,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 교육기준에 

맞는 건설기술자의 배양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건축공학전공 프로그램의 교육

은 다양한 건설 엔지니어링 이론을 기반으로 

산업지향적 실무위주의 교육을 지향한다. 

졸업 후 진로

  건축공학은 실무분야가 다양한 특성이 있으

며 대부분의 건축공학전공 졸업자가 해당 실무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학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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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후 약 2년의 훈련(또는 실무적용)기

간이 요구된다. 물론 위의 기간은 분야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실무 지향적 

교육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업계의 입장에서는 재교육 비용이 상당히 소요

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무적용 준비가 잘 된 

졸업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교과과

정에서 습득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업계의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반 하는, 일종의 경력개발 프로그

램(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과 유

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졸업생들의 실무적응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바 이는 저학년부터 

전공트랙(Track)을 운용함으로써 취업 희망분

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2-3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학습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개인별 포트폴리오(Portfolio)로 작성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세부전공별 트랙을 운용하는 것이 어려

울 경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희망 취업분야에 대한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포함/비인증)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0 학점

학문기초  3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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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ARC 101 창의적 공학설계 3 3

2 ARC 151 건물의 이해 3 3 선택필수

2

1 ARC 201 재료역학 3 3

2

ARC 251

ARC 252

ARC 253

ARC 254

건조역학Ⅰ 

건축구조

건설시공 및 공법 Ⅰ

건축재료

3

3

3

3

3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ARC 302

ARC 303

ARC 306

ARC 401

ARC 403

ARC 404

ARC 405

ARC 301

ARC 304

ARC 305

ARC 307

건축구조재료실험

건설시공 및 공법Ⅱ

건축공학전산응용

건축구조해석

건설관리Ⅰ

건축급배수위생설비

건축공학설계 I 

건조역학 Ⅱ 

설계도서 및 견적

건축열환경공학

건축 철근콘크리트 I

3

3

3

3

3

3

3

3

3

3

3

1

3

2

3

3

3

1

3

2

3

3

3

2

3

2

선택필수

선택필수

2

ARC 351

ARC 354

ARC 451

ARC 355

ARC 356

ARC 452

ARC 352

ARC 353

건축 철근콘크리트ⅠI

건물공기조화설비

건설관리Ⅱ

건축 빛 및 음환경 공학

건설법규 및 계약

건축공학설계 II

철골구조

건설공정관리

3

3

3

3

3

3

3

3

3

3

3

3

3

1

3

2

3

2

선택필수

   ※ 선택필수는 2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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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이 재 섭
건축공학 건설법규 및 계약, 설계도서 및 견적, 건축공학설계II

서울대 건축 / 서울대 건축 / 서울대 건축 공학박사

최 종 수
건축공학

건설관리Ⅱ, 건설공정관리, 창의적 공학설계, 

건축공학설계I

한양대 건축 / 한양대 건축 / Wisconsin-Madison대 건축공학 Ph.D

양 인 호
건축공학

건물공기조화설비,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건물 급배수 

위생설비, 건축열환경공학, 건축공학전산응용

서울대 건축 / 서울대 건축 / 서울대 건축 공학박사

박 관 순
건축공학 건물의 이해, 건축구조, 철골구조, 건축구조해석

서울대 토목공 / 서울대 토목공 / 서울대 토목공 공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건축시공

기술자,

건설공무원,

건설사업

관리자

건설시공 및 공법 I

건축구조

재료역학

건물의 이해

건축재료

건축공학전산응용

건설시공 및 공법II

설계도서 및 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설법규 및 계약

건설관리 I, 건설관리 II

건축공학설계I

건축공학설계II

토목지질학(토목), 토질역학 I(토목)

토질역학 II(토목), 경제원론(교양)

경 학원론(교양), 회계원리(교양)

원가회계(회계), 공업통계학(산업)

생산 및 운 관리(산업)

전자상거래입문(국제통상)

전사적 자원관리(정보관리)

건축구조 기술자, 

건설공무원

재료역학, 건축구조

건조역학 I

건설시공 및 공법 I

건물의 이해, 

건축재료

건축공학전산응용

건조역학 II

철근콘크리트 I

철근콘크리트 II

철골구조

건축구조재료실험

건축구조해석

건축공학설계

기초공학(토목)

유체역학(토목)

컴퓨터응용구조해석(토목)

PS콘크리트공학(토목)

토질역학 I(토목)

토질역학 II(토목)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구조

건물의 이해

건설시공 및 공법1

재료역학, 건축재료

건축공학전산응용

건축 열환경공학

건축빛 및 음환경공학

건물공기조화설비

건물급배수위생설비

건축공학설계

열역학(기계)

유체역학(기계)

열전달(기계)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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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ARC101 창의적 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건축공학도로서 건축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

성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배

양하게 한다.

ARC151 건물의 이해 

Understanding Buildings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의 형식과 각 구조의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여러 구조물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통하여 건물을 이해한

다. 건물을 구성하는 설비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간단한 시공법, 시공과정에 대한 이

해 등도 강의에 포함된다. 

ARC201 재료역학 

Strength of Materials

건축구조부재의 형상과 재료에 의한 강도의 

상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응력과 변

형에 대한 재료학적인 제 성질을 다루면서, 

건조역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건축역학 

개념을 강의한다. 

ARC251 건조역학Ⅰ 

Structural  Mechanics in Buildings Ⅰ

건축구조물의 골조역학 중 정정구조물의 반

력, 부재단면력 및 변형에 관한 역학이론을 

강의한다. 힘의 평형, 정정구조물의 해법, 트

러스해법, 구조물의 힘과 거동관계 등을 다

룬다. 

ARC252 건축구조 

Building Structures

건축물의 재료별 구성법에 따른 효율적인 구

조기능을 이해하고, 각 구조시스템의 구축방

법, 구조상세 등을 강의한다.

ARC253 건설시공 및 공법Ⅰ 

Construction Execution and Methods Ⅰ

건축물의 가설, 기초, 구조체 공사를 위한 각

종 공법 및 시공의 특성을 강의한다. 또한, 

각 공종별 공법이 건축물에 미치는 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강의한다. 

이러한 각 공종의 특성과 함께 골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프로세스

의 이해를 통하여 공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양토록 강의한다.

ARC254 건축재료 

Construction Materials

건설공사에서 요구되는 각종 구조 및 마감재

료에 대하여 물적 특성과 적절한 용도, 선정

법 등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들을 포함한다. 건설재료의 개발 및 

변천에 따른 건축물의 성능향상, 목재, 설재, 

골재, 시멘트 및 콘크리트 기성제품, 금속, 미

장, 점토제품, 유리, 플래스틱, 도장, 섬유, 단

열, 방/내화, 복합재료 등을 포함한다.

ARC301 건조역학Ⅱ 

Structural  Mechanics in Buildings Ⅱ

건조역학Ⅰ에 계속하여 부정정구조물의 변형

과 반력, 부재단면력 등의 골조해석법을 강

의한다. 부정정구조물에 관한 에너지해석법, 

처짐각법, 모멘트분배법, 근사해법, 기타 부정

정구조해석법 등의 강의를 통하여 건축구조

설계에의 응용성을 습득시킨다. 

ARC307 건축철근콘크리트Ⅰ 

Reinforced Concrete in Buildings 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

질과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부재설계중 보

구조설계법과 이에 관한 전단, 부착, 처짐 등

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ARC303 건설시공 및 공법Ⅱ 

Construction Execution and Methods Ⅱ

건축물의 마감공사를 위한 각종 공법 및 시

공과정의 특성을 강의한다. 또한, 각 마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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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공법 및 시공이 건축물에 미치는 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강의한

다. 이러한 각 공종의 특성과 함께 마감공사

를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프로세

스의 이해를 통하여 마감 공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양토록 강의한다.

ARC304 설계도서 및 견적 

Construction Documents and Estimation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이해, 이를 통한 공사

물량 산출방법과 내역서 작성방법, 개산견적 

및 상세견적 방법에 관한 강의한다.

ARC351 건축철근콘크리트Ⅱ 

Reinforced Concrete in Buildings Ⅱ

[건축철근콘크리트 Ⅰ]에 계속하여 철근콘크

리트부재 설계 중 슬라브, 기둥, 옹벽, 기초 

등의 구조설계 이론에 대하여 강의한다.

ARC302 건축구조재료실험 

Structural  Engineering Laboratory

건축구조재료 및 부재의 역학적 성질을 알기 

위해 각종 규격시험법, 시험기기의 조작, 측

정방법을 이해시키고, 간단한 시험체, 모형실

험을 통해 그들의 구조적 거동 등을 측정하

고 실험결과를 통해 실제에의 응용성을 다룬

다. 

ARC353 건설공정관리 

Construction Planning and Control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설계, 시공 단계

에 걸쳐 프로젝트의 일정관리를 위한 각종 

기법, 즉, Gantt/Bar Chart, PERT/CPM 등과 

각종 공법별 공정, 물량산출과 공기의 결정

에 대한 이해와 Scheduling Software 의 사용

방법을 익힘으로써 현장 초보 기술자의 기본

적인 건설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

다.

ARC451 건설관리Ⅱ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Ⅱ

건설관리기법을 기능중심으로 원가관리, 생

산성분석, 품질관리, 계약 및 클레임관리 등 

각종 관리이론과 첨단 관리기법에 관한 소개

를 하며,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ARC355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Lighting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Acoustics Engineering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환경 인자에 대

한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파악을 통하여 이들 

인자에 대한 계획 및 효율적인 제어방법을 

습득토록 한다. 본 강의는 빛 환경 및 음환경

과 같이 건축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환경 인자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공

학적인 측면에서 조절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다.

ARC352 철골구조Ⅰ 

Design of Steel  StructuresⅠ

건축구조용 강재의 역학적인 성질, 허용응력

도, 선재와 판재의 좌굴현상, 접합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강의하고, 인장부재, 압축부재, 휨

부재 등의 설계이론을 다룬다. 특히, LRFD설

계법의 기초이론을 이해하도록 한다.

ARC306 건축공학전산응용 

Computer Method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분야의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관

리분야에서의 전공지식을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

케 한다.

ARC403 건설관리Ⅰ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Ⅰ

건축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기획, 설계, 시

공의 전체단계를 프로세스 중심으로 접근하

여, 사업계획, 설계 검토, 사업관리 시스템, 

공사계획 및 현장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

한 기본적 이해와 이론, 그리고 실무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ARC354 건물공기조화설비 

Mechanical  System

공기조화설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의 구성, 

각종 기기, 덕트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소

개하고, 각종 건물에서 공조 시스템의 적용

방법, 운전방법, 경제성, 쾌적성에 대한 계획 



2007 Course Catalog 

398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ARC405 건축공학설계

Integrated Design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I

건설프로젝트의 생애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기획단계에 대한 중요성은 높이 인식되어 왔

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문서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및 기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강좌는 엔지니어에

게 필요한 기본적인 건설사업 기획력을 함양

하고, 이에 필요한 분석적 접근법을 인지토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

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기획 일반, 경제 및 재무적 접근법, 

확률, 재무기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분

석, 수익성 분석, 손익분기점의 계산, 의사결

정법 등을 포함한다. 

ARC401 건축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of Buildings

실제 복잡한 건축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전문

과정으로서, 행렬을 이용한 구조물의 전산해

석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간단한 구조해석프

로그램의 작성법을 익히며, 범용구조 해석프

로그램을 이용한 실제구조물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RC407 건축 열환경공학 

Architectural  Thermal Environment 

Engineering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환경인자에 대

한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파악을 통하여 이들

인자에 대한 계획 및 효율적인 제어방법을 

습득토록 한다. 본 강의는 열환경과 같이 건

축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환경인자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공학적인 측면에

서 조절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ARC356 건설법규 및 계약 

Construction Laws and Contracts

각종 건설관련 법규 및 보증, 보험에 대한 소

개와 건설계약 과정의 이해를 통하여 효과적

이고 합리적인 건설계약의 수행 및 관리방법

에 관하여 강의한다.

ARC452 건축공학설계 II

Integrated Design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II

공학설계 I과 연계하여 건축공학전공과정에

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시공, 건축구

조, 건축환경 및 설비의 관점으로 팀을 이

루어 종합적인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사전

계획 및 공사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실무적 관점에서의 공학설계 접

근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ARC404 건물 급배수 위생설비 

Utility Services in Buildings

급수ㆍ급탕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소화, 가

스설비의 구성, 계획법, 배관 등에 대한 이론

과 실제를 소개하고 각종 건물에서 급배수 

위생설비의 효율적인 적용방법, 운전방법 등

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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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건축 교육(Architectural Education)의 기본 

목표는 졸업생이 건축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필요조건 사이의 상충되는 점을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워 사회와 개인의 건축환경에 대

한 욕구와 요구를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도록 만드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축

교육을 통하여 습득 요구되는 건축사의 소양과 

기량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통합(Design Integration)

  •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설계 리더쉽을 발휘한다.

  • 설계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분석과 중요 판단을 통하여 건축행위를 한다.

  • 3차원적 사고를 통하여 설계 이슈를 끌어

내며 폭넓고 깊이 있는 대안을 수립한다.

  • 설계해결안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설계

요소를 절충하고 필요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

다.

2. 문화적 연구(Cultural Studies)

  • 세계 건축역사와 이론을 갖추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建造 환경에서 유적과 보전의 이슈를 이

해한다.

  • 세계 철학과 정치를 인지하고 예술, 디자

인, 음악, 문학과 기타 창조적 학문분야의 문화

적 동향을 파악한다. 

3. 설계연구(Design Studies)

  • 설계 이론과 방법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설계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설계기존에, 

형태적 질서체계와 건축창조 관련 이론을 이해

한다.

4. 환경적 연구(Environmental Studies)

  • 자연 시스템과 건조 환경의 지식을 갖추

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도시설계, 지역 및 도시계획 역사와 실무

의 이해와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인구 분포와 

자원에 대한

    향력을 이해한다.

  •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

하며, 에너지사용절감과 환경충격절감을 위한 

설계와 열쾌적 조명과 음향관련 자연형 시스템

을 이해한다.

  • 자연시스템의 관리와 조경설계를 인지한

다.

5. 사용자 연구(User Studies)

  • 사회, 건축주와 건물사용자에 관한 지식

을 갖추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다.

  • 프로젝트 요구 사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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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시스

건축학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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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기능적 일체성을 이해한다.

  • 열쾌적, 조명, 음향 관련 설비의 이해와 

수송, 통신, 유지를 인식한다.

  • 실시 설계시 기술도서의 역할 인지와 시

공, 전산 과정을 인식한다. 

7. 실무연구( Implementation Studies)

  • 건설 및 개발산업의 운 과 재정적 구조, 

부동산투자, 조달방식 및 유지 보수관리 대안

을 인지한다.

  • 전통적 건설행위와 새로운 개척 분야 내

에서 건축사의 잠재적 역할 및 국제화 상황 속

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을 인지한다.

  • 설계사무소와 프로젝트 관리 원리를 이해

하며, 건조환경개발과 설계 감리 서비스 계약 

및 전문적 자문행위에 활용한다.

  • 건축사 헌장과 윤리 규약, 행위 규약을 

이해하여 건축실무에 적용될 때 건축사의 등

록, 실무, 계약에 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이

해한다.

8. 전문 자격 기량( Professional Skills) 

  • 발표, 계산, 보고서 작성, 드로잉, 모델링

과 평가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설계안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의하

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작업 또는 컴퓨

터 작업과 모델작업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건조환경의 성능평가 (태양에너지, 열, 에

너지, 구조, 조명 등)을 위하여 수작업 또는 컴

퓨터 작업을 통해 건축평가 시스템의 사용을 

이해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건축학전공의 교육목표는 보다 경제적이며 

안전한 건축물을 설계 ․ 시공 ․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건축 기술자를 양성하고, 발전된 

구조기술과 재료 ․ 공법 및 관리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인간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

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데 그 근본 목표를 둔

다. 또한 국제화 시대,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 교육

기준에 맞는 건설기술자의 배양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건축공학전공 프로그램의 

교육은 이론위주의 교육보다는 산업지향적 실

무위주의 교육을 지향한다.  

졸업 후 진로

  건축학은 실무분야가 다양한 특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학전공 졸업자가 해당 실무분야

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후 약 2년의 훈련(또는 실무적용)기간이 

요구된다. 물론 위의 기간은 분야에 따라 다소

의 차이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실무 지향적 교

육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업

계의 입장에서는 재교육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

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무적용 준비가 잘 된 

졸업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교과과

정에서 습득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업계의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반 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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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들의 실무적용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바 이는 저학년부

터 전공트랙(Track)을 운용함으로써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2-3년에 걸

친 기간 동안의 학습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여 개인별 포트폴리오(Portfolio)로 작성하

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부전공별 트랙을 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희망 취업분야에 대한 가

이드라인(Guide Line)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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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

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ARD 101 Design Communications 3 1 4 연계전공

2
ARD 151

ARD 152

건축개론

건축그래픽스

2

3

2

2 2

2

1

ARD 201

ARD 202

ARD 203

ARD 204

주거와 사회

건축설계입문A 

색채디자인 

건축기술

2

3

3

3

2

1

2

3

4

2

연계전공

2

ARD 251

ARD 252

ARD 253

ARD 254

건축직능 

건축설계입문B 

서양건축사

건축환경계획 

3

3

3

3

3

1

3

3

4

전문

교육

과목

3, 4

1

ARD 301

ARD 302

ARD 303

ARD 304

ARD 401

ARD 402

ARD 404

한국건축사

건축설계Ⅰ

도시설계와 지역계획 

실내건축

생태건축

건축설계Ⅲ

건축실무

2

4

3

3

3

5

3

2

3

2

2

8

2

2

10

3

어강의

2

ARD 351

ARD 352

ARD 353

ARD 354

ARD 451

ARD 452

ARD 453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건축설계Ⅱ

동양건축사

조경건축

도시건축발달사

건축설계Ⅳ

Multimedia in Design

2

4

2

3

2

5

3

2

2

2

2

2

8

2

10

2

전공

인정
 

ARC 151 

ARC 252 

ARC 253

ARC 305

ARC 403 

ARC 405 

건물의 이해  

건축구조   

건설시공 및 공법 I  

건축열환경공학   

건설관리 I   

건축공학설계I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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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전  일
건축계획 중 설계이론 건축환경계획, 생태건축, 건축기술, 건축직능

서울대 건축 / 서울대 건축 / Strathclyde대 건축학박사

조 정 식
건축계획 중 설계, 건축사 건축설계, 서양건축사, 한국건축사

동국대 건축공 / 교토대 건축 / 교토대 건축 공학박사

김 홍 일
건축설계 건축설계, 실내건축. 건축개론

한양대 건축 / 한양대 건축 공학석사

이 명 식
건축 설계 및 CAD 건축설계, 주거와 사회, 건축개론

인하대 건축공 / 인하대 건축공 / 동국대 건축공 공학박사

한 광 야
도시설계 Design Communication,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건축발달사

연세대 건축공 / 연세대 건축공 / Harvard대 도시설계 / Pennsylvania대 도시지역계획 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건축설계

건축설계입문A, B

색채디자인

서양건축사

건축설계Ⅰ,Ⅱ,Ⅲ,Ⅳ

Multimedia design

실내건축, 설계도서 및 견적

20세기 건축, 도시 및 지역계획

드로잉

조형론

상연구

건축관련

연구분야

서양건축사

건축직능

한국건축사, 20세기 건축사

동양건축사, 도시건축발달사

선축설계Ⅰ,Ⅱ,Ⅲ,Ⅳ

건설

개발관련분야

주거와 사회

건축기술

건축환경계획

설계도서 및 견적, 건설공정관리

건축환경공학, 생태건축

건축설비시스템, 건축실무

재료역학, 건축철근콘크리트

건설관리Ⅰ,Ⅱ, 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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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ARD101 Design Communications

건축설계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텍스트, 이미지, 도면, 모

델, 렌더링 등 다양한 시각매체들의 정확하

고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이론 및 실습학습을 

통해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Ⅰ)

ARD151 건축개론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건축설계의 디자인 프로세스, 건축 관련 다

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건축에 대

한 포괄적 개념을 이해하고 직업의 주체가 

되는 건축가에 대해 학습한다.

ARD152 건축그래픽스 

Architectural  Graphics

기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도학의 기

초를 익히고 입체공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평행선도법과 투시도법을 배운다.  기본도형

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본성을 파

악하고 그에 대한 안목과 표현감각을 학습한

다. 

ARD201 사회구조와 도시건축

Social  Syntax and Configuration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요소들이 역

사적으로 건축에 어떠한 향을 주어 왔으

며, 이러한 사회구조를 반 하는 건축은 구

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에 관한 

건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ARD202 건축설계입문 A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Design A: 

Architectural  Space 

본격적인 건축설계의 준비과정으로 도시라는 

컨텍스트에서 건축물의 기능과 역할, 건축공

간의 질과 형태의 질서 체계를 강의, 현장답

사, 스케치, 도면작업 등을 통해 학습한다.  

건축물의 미니어처 및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건축공간의 구축과 형태를 경험하고, 이들의 

도면화작업을 실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Ⅰ) 

ARD203 색채디자인 

Visual Perception and Art  

건축가로서 요구되는 인간의 시각적 반응의 

메카너즘과 시각적 예술의 본질과 특성, 그

리고 시각예술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2차

원, 3차원적 및 다차원적 예술에 대한 이해

를 목적으로 한다. 

ARD204 건축기술 

Building Technology

건물의 외피, 내부공간, 설비 등의 통합적인 

건물의 기능적 구성요소들을 이해하고 건축

설계과정에서의 기술적 제한요소에 대한 이

해를 목적으로 한다. 

ARD251 건축직능 

Introduction to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한국과 서양의 건축전문직의 발전역사를 개

략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세계화시대 속에서 

국가별 사회제도의 틀 속에서 독립된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된 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현

재의 국제적 수준에서 건축직능의 업무-건축

사사무소의 경 구조 개요와 건축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과 전문직 윤리, 그리고 ‘건축의 

dilemma’-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ARD252 건축설계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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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한 건축공간의 프로그래밍을 강의, 

현장답사, 스케치, 도면작업, 리서치 등을 통

해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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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253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현대의 건축술 발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양건축을 시대적 발달에 비추어 공부한다. 

건축양식의 발달과정과 문화사적 향, 기술

의 발달 등을 배운다. 시각적 양식비교를 익

힌다.

ARD254 건축환경계획

Environmental  Controls of Buildings 

건물의 실내환경성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자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건축실내

환경 조절기법을 교육. 열에너지의 활용에 

의한 자연형 설계기법과 빛의 조절기법을 중

심으로 건축실무에 관련된 데이터의 개념과 

분석방식을 이해한다.

ARD301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궁궐, 사찰, 주거, 서원 등 한국의 전통건축을 

대상으로 전통사상 및 문화와의 관계를 조명

하고, 역사적․˙양식적․˙의장적 특징을 이해

한다. 

ARD302 건축설계Ⅰ 

Architectural  Design Ⅰ

건물설계의 첫 스튜디오로 사회적, 부지의 

물리적인 속성, 환경요소가 갖는 문제점을 

건축물로서 해결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

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Ⅱ)

ARD352 건축설계Ⅱ 

Architectural  Design Ⅱ 

환경과 사용자공간의 연구와 설계기량의 발

전에 중점을 두면서 설계기초 학습한다. 정

량적 기술시스템에 관한 소개. 초보적인 시

공 및 구조시스템의 지식을 가지고 간단한 

건물설계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취소한의 

능력 배양. 설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대

지 분석 및 설계를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Ⅱ)

ARD303 도시설계와 지역계획

City Design and Physical  Planning

광장, 가로, 커뮤니티, 도시, 지역환경의 중심 

설계언어와 계획 이론들을 테마별로 고찰하

고, 도시설계와 환경계획 과정에서의 핵심 

이슈, 사회적 가치와 갈등, 물리적 환경의 문

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계획수립과 실

현화 과정을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ARD304 실내건축 

Interior Design

실내공간을 만드는 건축요소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바탕으로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

고, 주제에 부합되는 내부공간에 대한 연출 

기법을 익힌다. 마감재료, 색채에 대한 이해

와 더불어 공간을 만드는 가구 디자인, 조명

연출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학습한다.

ARD351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Modernism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근세 이후에 전개된 서양의 문화적,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된 근대건축의 전개과정과 계

보를 통하여 현대건축의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건축의 비판과 함께 

시작된 현대건축의 동향에 대하여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작가별, 작품별 

특징을 익힌다. 

ARD353 동양건축사 

History of East Asian Architecture 

한국의 전통건축과 접한 관계에 있는 중

국, 일본의 건축에 대하여 문화적 배경을 이

해하고 도성, 궁궐, 주거, 사찰 등의 건축적 

특징에 대하여 3국간의 관계를 살핀다. 

ARD354 조경건축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건축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통합적 건

축공간 설계를 위한 옥외공간 및 오픈-스페

이스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설계 방법과 역

사적 흐름 등을 세계 도시의 조경공간 사례

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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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401 생태건축 

Ecological  Architecture

제한된 지구자원, 오염되는 지구환경 속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이해. 환경윤리에 기초

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그린 건축방식을 이

해. 근대산업도시의 문제, 자본주의 도시와 

건축, 모더니즘의 문제와 그 극복 방안에 대

한 방법 모색

ARD402 건축설계 Ⅲ 

Architectural  Design Ⅲ

도시적 맥락에서의 복잡한 건물이나 여러 개

의 복합건물의 합성, 기술적 정보의 통합, 복

잡한 건물과 관련시스템의 전반적 통합에의 

숙달, 수송 및 교통, 도시계획과 건축의 사회

적 측면 이해한다.

ARD452 건축설계 Ⅳ 

Architectural  Design Ⅳ

정량적인 기술측면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단순한 건물 또는 복합건물 사례연구. 개인

과제와 그룹과제 진행. 건물시스템의 통합화. 

복합건물 및 건물군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

의 능력과 함께 단순한 건물의 완전한 설계 

능력을 갖춤. 대지분석 및 설계.를 학습한다. 

(NCARB Design Level Ⅲ) 

ARD404 건축실무 

Professional Practice

법과 행정에 관한 일반사항과 건축법과 기타 

관계법규(건축사법, 도시계획법, 건설업법, 주

택건설촉진법, 국가기술가격법 등)에 관하여 

해설함으로써 실무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학

습한다.

ARD451 도시건축발달사 

History of the Built  Environment 

대표적인 세계 도시들의 역사적 진화과정과 

독특한 특성을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구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도시환경에서의 

형태적 특성(form)과 도시성(urbanism)에 관한 

역사적 흐름과 장소적 가치와 특성을 학습한

다.

ARD453 Multimedia in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visualization을 

목표로 3D modeling 소프트웨어와 CAD를 이

용하여 건축물이 2D drawing과 3D model 방

법과 walkthrough, texture and shadow 

simulation 등의 각종 방법을 학습한다.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정보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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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컴퓨터공학과는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의 선

구자로 1971년 개설되어 4,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고, 2004년에는 컴퓨터공학과로서는 

서울소재대학 최초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컴

퓨터공학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 으며, 2004

년과 2005년 연속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교과

과정 개편사업에 선정되어 교과를 산업체 수요

지향적으로 개편하 다. 특히 2006년에는 정보

통신부의 IT분야 전공역량 강화사업인 NEXT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트랙 평가에서 전체 1

위를 차지하 다

  컴퓨터공학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첨단 

학문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수요가 많은 

분야이며, 현대의 거의 모든 산업이 컴퓨터와 

관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컴퓨터공학의 

학문 분야를 그 특징에 따라 크게 구분하면 컴

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운  및 네트워크 등을 

다루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와 프로그래밍 언어

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그래픽스, 임베

디드 시스템 등 컴퓨터의 다양한 응용을 다루

는 응용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공학의 활용 범

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공

학과는 IT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엔

지니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배출한다. 

  1. 총괄적인 교육목표

  • 교육목적

  컴퓨터공학과는 본교의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혜의 체득과 자비의 정신을 고양시켜 

세계화와 급속히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

하고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공학의 기초지식과 이론

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능력과 산업현장 적응력, 

그리고 도덕적 책임의식 및 협동력을 갖춘 

컴퓨터공학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컴퓨터공학과는 다음의 능력을 지니는 컴퓨

터 공학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1) 컴퓨터공학의 기초 및 이론 지식, 공학

적 사고 능력 겸비

  (2) IT 제 분야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능력

컴퓨터공학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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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협력 작업에 필요한 협동심 및 원

활한 의사소통 능력

  (4) 정보화/국제화와 사회에서 컴퓨터공학 

기술자가 지녀야 할 윤리성, 평생학습 능

력 및 언어 능력

  • 학습성과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소양은 다음과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기본소양에서 습득한 이

론과 지식을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

력

  (2)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

며,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3) 요구된 필요조건에 맞추어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

력

  (4)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

는   능력

  (5)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실무에 필요한 기

술, 방법, 최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해 낼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9)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2.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 소양

  • 컴퓨터 시스템의 구축 능력을 갖춘 컴퓨

터 엔지니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 설계, 

구축, 관리할 수 있으며, 시스템 관련 기술, 

프로그래밍 기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술,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등을 바탕으로 컴퓨터

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컴퓨터 시스템을 구

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다양한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 구현, 유지 보수할 수 있으며, 시

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

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

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처리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

스템 소프트웨어, 유비쿼터스 시스템 소프트

웨어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3.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사항

 컴퓨터 시스템 분야

  •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이론 및 구조 설계

  • 운 체제, 컴파일러 등 시스템 소프트웨  

어의 개념 및 제작 이론

  • 컴퓨터 네트워크 이론 및 구성 방법

  •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

  •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및 프로그래밍 기  

법

  •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이론

  • 웹 소프트웨어 및 웹 서비스 제작 기법

  •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 및 설계 기법

 응용 분야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술 및 데이터베이

스 프로그래밍 기법

  • 자료처리 기술 및 컴퓨터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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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기술

  • 인공지능 활용 기술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컴퓨터공학은 IT의 핵심으로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첨단 학문이다. 따라서 현대와 미래 

사회에서 대단히 수요가 많은 분야로 거의 모

든 산업이 컴퓨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공학의 학문 분야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이를 기

반으로 한 컴퓨터 응용 분야로 나눌 수 있으

며, 각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의 학문적 조류는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응용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

어지고 있다. 컴퓨터공학과는 교과과정에 산업

체의 요구를 적극 반 하고자 정보통신부의 

IT 분야 전공역량 강화사업인 NEXT 사업의 

지원을 받아 산업체 수요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개발(SD) 트랙을 운 하고 있다. 따라서 SD 

트랙의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면 산업

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므로 취업에 매우 

유리하게 된다.

졸업 후 진로

  컴퓨터공학과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명

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산업체, 연구소, 학

계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보기술 분야

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최

근의 졸업생들은 대기업, 정보기술 관련 전문 

업체, 금융업계 등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

학원 진학과 해외 유학도 주된 진로 중의 하나

이다. 일반 산업체나 연구소에서의 정보기술 

전문 인력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은 사회발전과 

함께 점점 더 고급 인력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다음은 전공학생들의 진로 방향

이다.

  •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 컴퓨터 시스템

의 분석, 설계 및 구축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및 응용 소

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도메인 분석, 

테스트, 유지보수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분석, 데이

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튜

닝, 데이터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의 관리 및 

운

  • 정보처리기술사, 정보시스템 감리사, 컴퓨

터 보안 전문가 등 IT 전문가로 성장

  • 상기 직종을 비롯한 전 IT 분야에서 대

기업체, 정보기술 전문 업체, 금융업계 

등에 취업

  • 정보기술 벤처 사업 수행

  • 컴퓨터공학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연

구소 연구원 및 대학 교수로 진출

  • 교직 이수 후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사로 

진출

전공

학점

단수   60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 (전문30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졸업

프로젝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0학점

학문기초   4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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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비고

전공

기초

1 2 전필 COE 151 창의적 컴퓨터공학 설계 3 3 3

2

1
전필

전필

COE 201

COE 202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3

3

2

3

2

0

1

2

전공

전공

전필

COE 251

COE 252

COE 253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3

3

3

2

2

2

2

2

2

1

1

1

전공

일반
3

1

전필

전공

전필

전공

전공

전공

COE 301

COE 302

COE 303

COE 304

COE 305

COE 305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 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Junior Seminar

3

3

3

3

3

1

2

3

3

3

2

1

2

0

0

0

2

1

1

2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필

COE 351

COE 352

COE 353

COE 354

COE 355

COE 356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소프트웨어 공학

3

3

3

3

3

3

3

3

3

3

3

3

0

0

0

0

0

0 1

전공

심화
4

1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필

전공

COE 401

COE 402

COE 403

COE 404

COE 405

COE 406

COE 407

소프트웨어 설계

컴퓨터 네트워킹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졸업 프로젝트

인턴쉽

3

3

3

3

3

1

3

2

3

2

2

3

2

0

2

2

0

6

2

2

2

1

3

 

SD트랙 필수

SD트랙 필수

 

졸업논문(P/F)

현장학습(P/F)

2

전공

전공

전공

전필

COE 451

COE 452

COE 453

COE 406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졸업 프로젝트

3

3

3

1

2

2

2

2

2

2

1

2

2

2

1

SD트랙 필수

SD트랙 필수

졸업논문(P/F)

     * 학점의 구분에서 이론은 이론 학점, 설계는 설계 학점, 실습은 실험․실습 시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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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홍  식
병렬/분산 알고리즘, 정보보호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컴퓨터 보안

서울대 응용수학 / KAIST 전산 / 서울대 전산 공학박사

이 금 석
운 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운 체제, 고급 시스템 프로그

래밍 

서울대 응용수학 / KAIST 전산 / 건국대 전산 공학박사

장 태 무
컴퓨터 구조 컴퓨터 구성, 컴퓨터 구조

서울대 전자 / KAIST 전산 / 서울대 컴퓨터 공학박사

오 세 만
프로그래밍 언어론 형식언어, 컴파일러 구성, 객체지향 윈도우즈프로그래밍

서울대 수학교육 / KAIST 전산 / KAIST 전산 공학박사

전 서 현
기호연산 및 병렬처리 자료처리와 실습,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경북대 전자 / KAIST 전산 / KAIST 전산 공학박사

최 은 만
소프트웨어 공학 자료구조와 실습,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설계

동국대 전산 / KAIST 전산 / Illinois Tech.대 전산학박사

김 준 태
인공지능 인공지능, 자료구조와 실습

서울대 제어계측공 / Southern California대 전기 석사, 컴퓨터 공학박사

안 종 석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킹

서울대 전자 / KAIST 전기․전자 / Southern California대 컴퓨터 공학박사

이 용 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동국대 전산 / KAIST 전산 / Syracuse대 전산학박사

문 봉 교
모바일 인터넷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서강대 전산 /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 / King‘s College 무선이동인터넷 박사

정 진 우
로보틱스

임베디드시스템 실험, 창의적 컴퓨터공학설계, 이산수학,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KAIST 전기․전자 / KAIST 전기․전자 / KAIST 전자전산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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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졸업 및 공학인증 기준

공학인증(KEC 2005 기준)을 위해서는 다음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타 학과의 동일 

및 유사 교과목 인정하지 않음)

• 기초소양 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1. 기초교양 과목 12학점 (대학교 교양 필수)

   2. 기본소양 과목(학문기초) 6학점 이상

• 수학 및 기초과학 (MSC) 과목(학문기초) 33학점 이상 이수

1. 수학 분야 과목 15학점 이상 

(이산수학, 확률 및 통계학, 미적분학 및 연습 1 반드시 포함)

2. 기초과학 분야 과목 15학점 이상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II (또는 일반화학 및 실험 I, II),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인터넷 프로그래밍 

반드시 포함)

• 1-3학년 전공필수과목 21학점 이수

• 4학년 졸업 프로젝트 한 학기 이수

• 4학년 전공심화 필수과목 (SD 트랙) 12학점 이수

• 전공과목 합계 60학점 이상 이수

• 4학년 전공심화과목 합계 18학점 이상 이수

• 설계 과목 합계 18학점 이상 이수 (과목별 설계 학점의 합계 18학점 이상)

•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 (컴퓨터공학과 내규 참고)

  공학 비인증 졸업 기준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 공학인증 대상자 최저이수학점 기준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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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과목군 및 이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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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 및 전공 교과목 이수 가이드

학년 1학기 2학기 비고

1

일반 물리학(또는 화학) 및 실험 1

미적분학 및 연습 1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일반 물리학(또는 화학) 및 실험 2

확률 및 통계학

인터넷 프로그래밍

창의적 컴퓨터공학 설계

수학 및 

기초과학

(MSC)

2

이산수학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자료 처리와 실습 

전공

기초

3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형식언어

운 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전공

일반

4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졸업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설계

컴퓨터 네트워킹

컴퓨터 보안

인턴쉽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졸업 프로젝트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전공

심화

* 밑줄 : MSC 필수, bold +밑줄 : 전공 필수,  italic +밑줄 : SD트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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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산업체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창의적 컴퓨터공
학 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프로그래
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 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졸업 프로젝트
인턴쉽

경 정보 시스템
경 과학
정보시스템 분석, 설계 
및 실습
전자상거래
정보시스템 특론
CAD 및 실험

교수 및 연구직
(대학원 진학)

창의적 컴퓨터공
학 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프로그래
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 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신호변환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 통신 및 실험
무선통신 및 실험
응용확률론
응용통계학

중 ․ 고등학교 
교사

(교직 이수)

창의적 컴퓨터공
학 설계
자료구조와 실습
컴퓨터 구성
시스템 프로그래
밍과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 체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통신 입문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교육행정 및 교육경
교육실습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
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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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COE151 창의적 컴퓨터공학 설계  

         Creative Computer Engineering Design

컴퓨터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

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고, 프로젝트

를 개인 또는 그룹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창의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COE201 자료구조와 실습  

         Data Structures and Practice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기본 과목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

하기 위한 자료구조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

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

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 이를 응용한 스택, 

큐, 트리 구조 등을 배우며, 여러 가지 탐색 

방법과 정렬 방법 등을 공부한다.

선수과목 :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COE202  컴퓨터 구성  

         Computer Organization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그 동

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컴퓨터 시스템 

관련 과목 수강의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COE251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System Programming and Practice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계어에 대한 개

념을 다룬 후 일반적인 어셈블리 언어를 통

해 인스트럭션과 그 수행과정을 이해하며, 

실습을 통하여 여러 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

기법을 익힌다.

선수과목 :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COE252  자료처리와 실습  

         Data Processing and Practice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료처리의 기본 개념과 

체계, 자료의 분석, 자료처리 업무 및 절차, 

주요 자료처리 언어와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공부하여 이해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

양한다.

선수과목: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COE253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Objet-Oriented Language and Practice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여 그 언

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프로그

래밍 언어론적 관점에서 객체지향 언어를 강

의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필수적인 개

념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선수과목 :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COE301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Computer Algorithm and Practice 

컴퓨터 응용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알

고리즘을 작성하는 기법을 익힌다. 또한, 주

어진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순서배

열 알고리즘, 그래프에 관한 알고리즘, 문자

열 매칭에 관한 알고리즘 등을 분석하며, NP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여

러 기법을 익힌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습 

COE302  형식언어 

         Formal Language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형식 이론, 

즉 Grammar 이론을 공부한다. 특히 Regular 

Grammar를 중심으로 Regular 언어와 Regular 

Expression 등을 다루며, Regular 언어를 인

식할 수 있는 Finite Automata를 강의한다. 또

한 이런 이론을 적용하는 컴파일러의 Lexical 

분석을 공부한다. 그리고 구문 분석에 필요

한 Context-Free Grammar에 대하여 강의한

다.

선수과목 :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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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303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본구조와 그 언어의 Semantics를 구현하는 

방법 등을 공부한다. Assignment 문장, 제어

문장, I/O문장, 부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언어

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 연구한다. 

선수과목 :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COE304  운 체제  

         Operating Systems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자원들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운 체제는 컴

퓨터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에게는 편

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필수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본 강좌에

서는 이러한 운 체제의 발전과정과 주요한 

운 체제 유형들을 살펴본 다음, 중앙처리장

치, 주기억장치 및 입출력 장치들의 효율적

인 관리 기법들과 함께 컴퓨터 시스템에 저

장되는 각종 파일들의 효과적인 이용방안과 

관리방안들을 공부한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LINUX 운 체제에 대한 실습을 병행함으로

써 운 체제 기능과 실제 구현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선수과목 : ① 자료구조와 실습        

 ②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실습

COE305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습

         Computer Graphics and Practice

이차원과 삼차원에서의 위상학적인 도형 투

시, 도형 정보의 표현,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그리고 이의 기초가 되는 수

학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실습한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습

COE351  컴퓨터 구조  

         Computer Architectures 

컴퓨터 구성 과목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자계

산기 조직 분야의 topic 등을 다룬다. 기억장

치의 구성, 입출력 구성,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고성능의 ALU설계 등이 주된 과

제이며, 현재 전자계산기 조직 분야의 발전

추세에 맞는 제목들이 추가 강의된다. 

선수과목 : 컴퓨터 구성

COE352 컴파일러 구성  

         Compiler Construction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학

습하고 그 컴파일러를 자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을 강의한다. 또한, 학습

한 이론을 적용하여 실험용 컴파일러를 제작

해 본다. Context-Free 문법을 중심으로 파싱 

기법을 공부하고 중간 언어 번역에 관련된 

지식을 강의한다.  

선수과목 : 형식언어

COE353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가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 및 기

법을 소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

야와 응용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지식의 표

현 및 추론, 탐색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 등

을 공부하고, 전문가 시스템, 기계학습, 신경

망, 자연언어처리, 지능형 인터넷 에이전트 

등 여러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 이론과 연구 

등을 소개한다. 

선수과목 : ① 자료구조와 실습        

 ② 이산수학

COE354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atabase Systems

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저장, 처리 및 검색의 

중심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조,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 저장, 인덱싱, 질의 처

리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목은 데이

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 데이

터베이스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을 위해 필수적인 과목이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습

COE355  데이터 통신 입문

         Introduction to Data Communications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 컴퓨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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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과 동작 

원리를 소개하며, 데이터 전송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호 개념, 정보 이론을 가르

친다. 또한 이더넷(Ethernet)을 포함하여 다양

한 LAN 구조, 관련 프로토콜, 그리고 이더스

위치(EtherSwitch)와 같은 기기들의 동작 원리

를 공부한다.

선수과목 : ① 컴퓨터 구성            

 ② 운 체제

COE356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규모가 크고 쓸모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방법과 

프로그래밍 기술 및 도구에 대하여 공부한

다. 특히 적은 경비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

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기법을 배

운다.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 소프

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 코딩 스타

일, 테스트 방법 및 유지보수 기법으로 분류

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법을 강의하며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을 익힌다.

선수과목 : ① 자료구조와 실습        

 ②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COE401  소프트웨어 설계 

         Software Design

소프트웨어에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요구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기법을 배운다. 특히 객

체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의사결정 및 표

현 방법, 설계 도구, 구현과의 매핑을 학습한

다. 

선수과목 : 소프트웨어 공학

COE402  컴퓨터 네트워킹 

         Computer Networking

현재 사용하는 TCP, IP, UDP 등의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E-mail, 네트워크 

보안, DNS(Domain Name System), 웹 등 인

터넷의 다양한 응용 프로토콜을 공부하게 된

다. 즉 현재 사용하는 네트워크 응용프로그

램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네트

워크 소프트웨어의 동작원리를 공부하게 된

다. 또한 강의와 더불어 네트워크 응용 프로

그램을 코딩하는 실습 또는 프로젝트를 병행

하게 된다.  

선수과목 : 데이터통신 입문

COE403  객체지향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Obje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윈도우 환경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고급 기술을 배운다. 이벤트 기반 

논리흐름으로 GUI 기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의 복잡한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을 함양

한다. 또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DLL, 컴

포넌트 프로그래밍 등 윈도우 고급 프로그래

밍 기술을 배운다. 

선수과목 :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COE404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론과 프로그래밍 기

술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법을 습득

한다. 이를 위해 고급 질의 기법,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적용한 실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법을 심도 있게 익힘으

로써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

능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COE405  컴퓨터 보안  

         Computer Security

안전한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보안정책, 보안모델, 컴퓨터 보안구조, 관련 

보안 메카니즘의 구현 및 표준 보안 인터페

이스 등에 관한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관련 

하드웨어적인 접근법,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법에 대해 알아보고, OSI-7계층 권고안 중 

표현계층에서의 보안관련 알고리즘의 구현방

법과 구현에 대해 학습한다.  

선수과목 :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COE451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Advanced System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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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체제의 시스템 호출 API를 이용한 시스

템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운다. 디바이스 드

라이버의 개발, 병렬성의 제어, 비동기적인 

논리 흐름 간 정보 전달 및 자원 공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운 체제 시스

템 호출 API 수준에서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운다.  

선수과목 : ①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습  

 ② 운 체제 ③ 자료 처리와 실습

COE452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Enterprise Application Programming

산업체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는 대부분 엔터

프라이즈 시스템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목은 엔터프라

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습

득하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다.

선수과목 : ① 객체지향언어와 실습    

 ② 인터넷 프로그래밍

COE453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Embedded System Experiments

Post-PC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임베디드 Linux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도구를 

사용하여 실습함으로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

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① 컴퓨터 구조 ② 운 체제

COE406  졸업 프로젝트 

         Research Project

컴퓨터공학 분야의 다양한 역에서 기술적

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현실적 제한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구현 결

과를 연구보고서나 논문으로 작성하는 능력

을 배양한다. 4학년에 한 학기만 이수하면 

된다.

COE407  인턴쉽 

         Internship

컴퓨터공학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종합

적인 전공 지식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 체험하고, 산업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 현장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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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1. 프로그램 교육목표 

  정보통신공학과는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학문과 기술의 발전, 창의적 기술개

발, 그리고 정보산업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자

질을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인

류의 번 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① 수학과 기초과학의 지식을 습득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정보통신 분야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한다. 

  ② 정보통신공학의 모든 교과목과 융합된 설

계교육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습의 관계를 이해

하도록 한다.

  ③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각 전문 연구 분야

의 일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상호협동 능력

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제공한다. 

  ④ 변화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고 평생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

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 프로그램 학습성과

  ① 수학, 기초과학 및 전문교양의 지식과 이

론을 이해한다. 

  ② 한 학기 정도의 기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주어진 설계서

에 따라 구현할 수 있다. 

  ④ 복합학제적 팀에 참가하여 팀웍을 조율하

고 프로젝트를 구현하 다.

  ⑤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나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 프로그램의 윤리규정을 이해하

며 준수한다. 

  ⑦ 주어진 주제 및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⑧ 공학 기술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향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⑨ 컴퓨터 정보 기술 발전의 동향 및 중요성

을 이해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

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의견을 정립하

고 표현할 수 있다.

  ⑪ 외국어로 된 기술문서를 이해하고 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⑫ 정보통신 실무에 필요한 전문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⑪ 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정보통신공학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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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⑫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분석 툴, 프로그램 

작성 툴을 조작할 수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국내에서 광기반의 인터넷 백본망이나 무

선 기반의 인터넷 접속망에 대한 인프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고, 유무선 통합망을 

통한 광대역 유무선 멀티미디어의 기술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또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

물과 사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날로

그와 디지털이 융합되고 고도화되면서 유비

쿼터스라는 가히 혁명적인 빅뱅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성취해온 정보 통신 기

술의 진보가 지구촌 인류의 사회, 문화, 정치에 

큰 향을 준 것과 같이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입성은 또 다른 하나의 큰 혁신을 우리 삶에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정보 통신부에서는 

u-IT839 전략 추진을 통하여 21세기 유비쿼터

스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반은 융합과 유비쿼터스를 충족시키는 광대

역 통합망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대역 통합망은 IPv6 체계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유ㆍ무선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 망과 최종적으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

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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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

크와 동일한 품질의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구하며 저속에서 고속까지, 실시간에서 비실

시간까지의 여러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

하고 있다. IMT-2000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

의 변화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 요구에 대한 서

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4세

대 이동 통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이동 통신은 현재 저속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위주에서 고속 이동 중에 최대 

100Mbps, 정지 및 저속 이동 중에 

155Mbps~1Gbps까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

반으로 하여 유무선 통합에 의한 진정한 멀티

미디어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데 있으며,  4세

대 이동 통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

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의 실현에 

있다.

  이와 같이 미래의 통신 기술은 무선화, 고속

화, 대용량화를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매

우 큰 인력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신 관련 전문 기술을 습득할 경우 사회에서 

희소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 후 진로

  정보 통신 분야는 그 발전 속도가 다른 분야

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일천한 역사

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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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사회의 인프라이다.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통합 발달은 초고

속 통신망과 이동 통신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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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이러한 추

세에 힘입어 정보 통신 공학을 전공한 졸업생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 통신 공학을 전공한 학생은 공무원, 공

공 기관, 연구소, 및 통신 전자 산업체 등에서 

정보 통신 서비스,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

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 생산, 관

리, 기획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인이 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 포함/비인증)

설계 18학점 (인증)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0 학점

학문기초  3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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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설계 동일 및 유사교과목

기초

교육

과목

1 2 전필 INC 151 정보통신기초설계 3 3 3

2

1

전공 INC 201 자료구조와 실험 3 2 2 1

전필 INC 202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3 3

2

전필

전필

전필

전필

INC 253

INC 255

INC 251

INC 254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성

신호와 시스템

컴퓨터 알고리즘 및 실습

3

3

3

3

2

2

3

2

2

2

2

1

1

1

객체지향프로그래밍(컴공)

전문

교육

과목

3

1

전공

전공

전필

전공

전공

INC 301

INC 302

INC 303

INC 304

INC 306

통신 이론 및 실험

데이터베이스체제

데이터 통신

운  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3

3

3

3

3

2

2

2

3

2

2

2

2

2

1

1

1

데이터 통신(컴공)

2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INC 351

INC 352

INC 353

INC 354

INC 355

디지털 신호처리

디지털 통신 및 실험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I

3

3

3

3

3

3

2

3

3

2

2

2

1

1

1

1

1

컴퓨터 네트워크(컴공)

4

1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INC 401

INC 402

INC 403

INC 404

INC 405

INC 406

INC 408

디지털 상신호처리

초고속 통신망

정보통신 종합설계 Ⅰ

인터네트워킹

무선통신 및 실험

임베디드 시스템 II

인턴쉽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6

1

3

1

1

1

졸업논문대체과목

2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INC 451

INC 453

INC 452

INC 454

INC 455

정보통신 종합설계 Ⅱ

정보통신 세미나

소프트웨어특강

네트워크설계

고급디지털통신

3

3

3

3

3

2

3

2

2

3

2

2

2

3

1

1

1

졸업논문대체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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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양 기 주

정보검색, 통신망구성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인터넷소프트웨어

Wisconsin대 전산학 / Michigan대 전산 / Delaware대 전산 전산학박사

최 병 석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통신, 컴퓨터네트워크

서울대 전자공 / F. Dickinson대 전자공 / Polytechnic대 전자공 공학박사

이 창 환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체제, 소프트웨어특강

서울대 계산통계 / 서울대 계산통계 / Connecticut대 컴퓨터공 공학박사

김 양 우

컴퓨터구조,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 컴퓨터구조, 운 체제

연세대 전자공 / Syracuse대 컴퓨터공 / Syracuse대 컴퓨터공 공학박사

이 강 우

시뮬레이션, 컴퓨터구조 운 체제, 컴퓨터구조

연세대 전자공 / Southern California대 컴퓨터공 석사, 전기공 공학박사

이 재 훈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한양대 전자공학 / KAIST 전기․전자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류    철

디지털통신, 디지털신호처리 디지털신호처리, 상신호처리

Florida Institute of Tech. 컴퓨터공 / Polytechnic대 전기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임 민 중

이동통신, 무선통신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통신 및 실험

서울대 전자공학 / Wisconsin-Madison대 전기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전 준 현

 전자공학, 디지털 신호처리 및 
응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동국대 전자공학 / KAIST 전기․전자공 석박사과정 공학박사

임 대 운

컴퓨터 및 정보통신 통신, 무선통신 및 물리계층 설계

KAIST 전기․전자공 / 서울대 전자․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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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실험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특강
정보통신 종합설계Ⅰ
정보통신 종합설계Ⅱ
인턴쉽

소프트웨어공학(1)
프로그래밍 및 실습(4)
정보기술입문(5)
비쥬얼 프로그래밍(5)
인터넷 프로그래밍(5)

(1) 컴퓨터공학전공

(4) 통계학과

(5) 교양선택

하드웨어 관련 

전문가 등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실험
컴퓨터구성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운 체제
임베디드시스템Ⅰ
임베디드시스템Ⅱ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정보통신 종합설계Ⅰ
정보통신 종합설계Ⅱ
인턴쉽

소프트웨어공학(1)
컴퓨터구조(1)
컴퓨터응용 및 실습(5)

(1) 컴퓨터공학전공

(5) 교양선택

네트워크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자 등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실험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데이터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망
인터네트워킹
네트워크 설계
정보통신 종합설계Ⅰ
정보통신 종합설계Ⅱ
인턴쉽

데이터통신(1)
컴퓨터네트워크(1)
확률 및 통계학(5)

(1) 컴퓨터공학전공

(5) 교양선택

정보통신 기기 

관련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자 등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신호와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
통신이론 및 실험
디지털 상 신호처리
디지털 통신 및 실험
무선통신 및 실험
정보통신세미나
고급디지털통신
정보통신 종합설계Ⅰ
정보통신 종합설계Ⅱ
인턴쉽

신호 및 시스템(2)
통신이론 및 실험(2)
디지털신호처리(2)
디지털통신 및 실험(2)
신호 및 시스템(2)
디지털신호처리(2)
통신이론(3)

(2) 전자공학과

(3) 전기공학과

※ 일반 물리 및 실험 1, 2, 일반 화학 및 실험 1,2, 미적분학 및 연습 1, 2, 공학수학 A, B 등 공학인증제도 MSC 교과목은 분야

에 분야별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기초교육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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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INC151 정보통신기초설계

Basic Design for Information &

Technology

본 강좌는 정보통신공학 분야에 필요한 기초

공학설계를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

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토

론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점 해결과 창의력

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 제

품을 제작함과 동시에 설계 과정의 기초적인 

요인들과 현실적인 제약사항에 대한 기본 개

념을 습득한다.

INC201 자료구조와 실험  

Data Structures and Experiments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자

주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구조를 살펴보

고,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기본

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스택, 큐, 트리 구조를 학습하고 이를 응용하

여 선형검출, 이분검출 등 일반 검출방법과 

해싱기법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순서배열 

방법을 연습한다.

선수과목 :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INC202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Probability & Random Process

정보통신 공학을 위한 수학 개념, 특히 확률 

및 불규칙변수를 정의하고 계산방법을 공부

한다. 불규칙 변수의 함수에 대한 확률 도

함수를 계산하고, 기대치, 고차 모멘트, 특성

함수(Characteristic function)를 소개하며 불규

칙변수를 불규칙벡터 및 불규칙 프로세서로 

확장한다. 특히 전자공학의 통계적 신호처리

를 취급하는 시스템에서의 응용과 최적 신호 

검출, 최적필터 및 컴퓨터망의 큐잉(queueing)

이론 등을 응용 예로 제시한다.

선수과목 : 미적분학 및 연습Ⅰ

INC25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언어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문법구조와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학습한다. 

객체지향 언어로 사용되는 C++, Java 언어 

등을 학습한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험

INC255 컴퓨터 구성  

Computer Organization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그 동

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구조의 

기초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앞으로의 컴퓨터 

시스템 관련 과목의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주된 강의 내용은 디지털 논리 설계 소자와 

방법론, 정보 표현 방법, 마이크로 동작과 기

본적인 CPU 설계, CPU,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및 버스 등의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

의 기본 구조와 동작 등이다. 

INC251 신호와 시스템  

Signals, System & Transforms

이 과목은 아날로그, 디지털 형태에서 신호

의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신호 표현에 대한 

기술을 소개한다. 후리어 시리즈, 후리어 변

환, 라플라스 변환, 샘플링이론, 선형시스템, 

Z-변환, FIR필터 등에 대해 강의한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험

INC254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Computer Algorithm and Experiments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종류

를 학습하고 효과적인 알고리즘 작성방법을 

익힌다. 구체적으로 dynamic programming, gr

eedy, branch-and-bound, divide-and-conquer

등을 공부한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험, 프로그래밍 기

초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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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301 통신이론 및 실험  

Communication Theory & Experiments

진폭변조, 주파수변조, 위상변조 등의 아날로

그 통신 방식에 대해 학습하고, 각 변조방식

에 있어서의 잡음효과와 정합 필터 등에 관

하여 강의한다.  

선수과목 : 신호와 시스템

INC302 데이터베이스 체제  

Database Syste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 시스

템 구조와 구성 요소별 개념과 기능, 데이터 

모델의 종류별 개념, 모델간의 변환문제, 관

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계 이론, 데이터 

언어의 종류별 개념과 활용 방법, 실제 데이

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을 학습한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험

INC303 데이터 통신  

Data Communications

컴퓨터 및 각종 정보통신단말기간의 데이터 

정보의 송, 수신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기법

들로서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전송기법, 접

속방법, 링크제어, 다중화, 교환기술과 관련된 

회선교환, 패킷교환기법 및 관련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선수과목 :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INC304 운 체제  

Operating Systems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자원들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운 체제는 컴

퓨터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에게는 편

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필수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본 강좌에

서는 이러한 운 체제의 발전과정과 주요한 

운 체제 유형들을 살펴본 다음, 중앙처리 

장치, 주기억장치 및 입출력 장치들의 효율

적인 관리 기법들과 함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는 각종 파일들의 효과적인 이용방안

과 관리방안들을 공부한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LINUX 운 체제에 대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운 체제 기능과 실제

구현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와 실험

INC306 마이크로프로세서 이해와 응용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Microprocessor

먼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이해와 기초 이론

으로서 칩에 대한 이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이해와 처리, 샘플링 및 A/D & D/A의 

이해 등을 숙지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의 

H/W 아키텍처, Memory Map, 입출력 국조, 

각종 DSP H/W 구조, Interrupt Map,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프로그램 버스 구조, 주

변 디바이스 간의 인터페이스(A-D/D-A 컨버

터, Memory, 기타 I/O)에 관하여 강의 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하여 어셈블러 언어의 명령어 학습, 어셈

블러 프로그램밍과 컴파일링, C언어 프로그

래밍을 이용한 크로스 컴파일링 등에 대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게 하며, 마이크로프

로세서 구동 방법과 프로그래밍 기법을 강의

한다. 실험으로는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디

지털필터/음성 처리 등)을 설계하여 프로그래

밍 하도록 하여 이론적인 강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한다.  

선수과목 :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 신호와 

시스템 / 디지털신호처리

INC351 디지털 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의 생성을 

위한 표본화와 그것의 스펙트럼 분석, 그리

고 디지털 신호의 표현을 위한 Z-변환을 다

룬다. FIR 및 IIR등 디지털 필터의 구조와 설

계방법 및 필터계수의 양자화 효과 등 실제 

필터 설계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필터 설계를 실습한다.  

선수과목 : 신호와 시스템

INC352 디지털 통신 및 실험  

Digital Communications

디지털 통신시스템의 개념과 이에 따른 이론

적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내용

은 디지털통신에서 필요한 수학적 배경,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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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변조 및 복조 방식 등과 이에 관련된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실제 문제들이다. 

선수과목 : 통신이론 및 실험

INC353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컴퓨터통신에 관련된 개방형 통신시스템의 7

계층 모델과 그 중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

테이션,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에 대

해 공부한다. 또한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근

거리 통신망의 개념과 기술, 연동장비, 종합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등에 대해 그 내부 동

작원리 및 기술 등을 학습한다.  

선수과목 : 데이터 통신

INC354 인터넷 소프트웨어  

Internet Software

분산처리,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보안, 이동 

에이전트 등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응용분야

에 대하여 강의한다. 

선수과목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INC355 임베디드 시스템I  

Embedded SystemⅠ

Embedded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및 기능 등 Embedded 시스템에 전반적인 이

해는 물론 Embedded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및 응용 분야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비롯하

여 Embedded 시스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

기 위해 필요한 이론은 물론 실제로 주어진 

환경에서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양의 실험 실습과 더불어 산

업체에서 다루어지는 최신의 문제들을 다루

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선수과목 : 운 체제

INC401 디지털 상신호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디지털망의 확산과 

더불어 정보고속도로상에서 상 서비스에 

음성과 데이터를 종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전화가 음성 전송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에 이동 무선전화의 급속한 보급은 음성

급 신호를 즉각적으로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

들었다. 이처럼 급속히 확산되어 있는 음성 

혹은 데이터 채널을 컴퓨터 통신기술에 의해 

상 전송 채널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대와 

발전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본 강좌에서 여

러 종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 디지털 

상 데이터를 전송 및 후 처리에 필요한 기본

적인 압축 기술과 특성에 관하여 강의한다. 

또한 디지털 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

는 과정을 설명하며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축에서 해석하는 변환과정을 학습한다.  

선수과목 : 신호와 시스템

INC402 초고속 통신망  

High Speed Network

기존의 전화망과 데이터망의 통신 기술에 근

거하여 현재 논의되는 고속통신망 기술과 고

속 LAN기술을 공부하며, 이에 관련된 통신 

프로토콜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선수과목 : 컴퓨터 네트워크

INC403 정보통신 종합설계Ⅰ  

Design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Ⅰ

본 강좌는 설계에서 필요한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

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하는 전 과정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다.  학생의 창의력 함양, 개방적 사고를 통

한 문제 해결, 현대적인 설계이론과 방법의 

개발, 설계 문제의 모델링, 설계서 작성 방법,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고찰, 가능성의 고

찰,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

세 등을 교육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팀

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과정의 기

초적인 요인들(목적과 기준의 설정, 종합, 분

석, 설계, 시험, 그리고 결과 도출 등)과 현실

적인 제약사항들(경제 요건, 안전성, 실행 가

능성, 윤리성, 사회적 향 등)을 포함하여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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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04 인터네트워킹 

Internetworking

OSI참조 모델, MAC주소의 기능, TCP/IP네트

워크 계층 프로토콜, ICMP의 기능과 인터넷 

라우팅 프로토콜(RIP,IGRP)에 대해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선수과목 : 컴퓨터 네트워크

INC405 무선통신 및 실험  

Wireless Communication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등의 원리 및 개념을 

소개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험을 통하

여 정리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디지털 통신 및 실험

INC406 임베디드시스템 II 

Embedded SystemⅡ

본 강좌는 미래의 Embedded 시스템 전문가

로 성장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최

소한의 예비지식 항목과 입출력 장치를 제어

하고 응용하기 위한 지식을 정의하여, 학생

들이 본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기본 능력을 갖출 수 있

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Embedded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등 Embedded 시스템에 전반적

인 이해는 물론 Embedded 시스템을 위한 소

프트웨어와 주변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

운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 능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실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산업체에서 다루어지는 최신의 문제

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선수과목 : 컴퓨터 구성

INC408 인턴쉽  

Internship

정보통신공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종

합적인 전공 지식들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IT산업 현장의 실무를 익히고 이를 바탕

으로 졸업 후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INC451 정보통신 종합설계Ⅱ  

Design on Computer 

& Telecommunications

본 강좌는 설계에서 필요한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

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하는 전 과정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다.  학생의 창의력 함양, 개방적 사고를 통

한 문제 해결, 현대적인 설계이론과 방법의 

개발, 설계 문제의 모델링, 설계서 작성 방법,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고찰, 가능성의 고

찰,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

세 등을 교육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팀

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해진 주제에 관한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과정의 기

초적인 요인들(목적과 기준의 설정, 종합, 분

석, 설계, 시험, 그리고 결과 도출 등)과 현실

적인 제약사항들(경제 요건, 안전성, 실행 가

능성, 윤리성, 사회적 향 등)을 포함하여 

교육한다. 

INC453 정보통신세미나  

Seminar on Computer 

& Telecommunications

통신의 기본개념(정보이론, 아날로그와 디지

털 통신방식, 다중화), 정보통신의 개요 정보

이론, 데이터 통신, 뉴미디어 이동통신 시스

템 위성통신, IMT-2000,인터넷, HDTV 등의 

상용시스템의 발전 역사 및 각 시스템의 특

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룬다. 정보통신의 

high-end과목 중 신경향의 토픽들을 선정하

여 강의한다. 

선수과목 : 무선 통신 및 실험 / 디지털 신호

처리  

INC452 소프트웨어특강

Special Issues on Computer & 

Telecommunications 

현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

어와 그에 따른 운 방법에 관한 공부를 하

며 미래에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에 따른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세미나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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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454 네트워크설계

Network Design

OSI 7 계층, IP 주소 할당법, 라우팅과 스위

칭 그리고 네트워크의 종류에 대한 기반 지

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

거나 다수의 네트워크를 디자인 하는 방법을 

배운다. 요구분석, 토폴로지 구성, IP 할당, 

장비 선정, IOS 기능 선정, 설치 후 관리와 

모니터링 등 네트워크 디자인의 순차적 방법

론에 대해 살펴보고, 계층 모델, 중복성 모델, 

보안 모델 등 네트워크 디자인 모델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case study를 통하여 앞에

서 언급한 모델과 디자인 방법의 실제 적용 

예를 살펴본 후 실제 네트워크를 디자인 하

고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한다.

선수과목 : 인터네트워킹

INC455 고급디지털통신 

Advanced Digital Communications

본 강좌에서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되는 신호 처리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소

개하고 응용 분야인 확산 대역 통신 시스템 

및 다중 사용자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

기 위한 기본 이론을 살펴본다. 본 강좌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통계적 검출, Channel 

Coding, Equalization, Synchronization, Channel 

Estimation, MIMO 기법의 기초 등이다.

선수과목 : 디지털통신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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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1. 교육목적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에서는 기업경

 활동의 합리적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

적인 공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생산(제조) 및 

물류 시스템 관리, 품질/서비스시스템 관리, 최

적화 및 시스템 분석, 인간공학, 정보기술(IT) 

등을 교육하여 산업시스템공학을 이수한 졸업

생들이  분석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를 갖추고 

경 문제해결을 위해 경 관리기법과 최신 정

보기술을 적용할 줄 아는 국제적인 안목과 리

더십을 갖춘 시스템 엔지니어 및 Techno 경

자의 양성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교육목표

  산업시스템공학과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공

학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1) 의사결정과 시스템 설계,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과 정보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2) 생산, 제조, 물류, 경 , 공공정책 및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특정분야의 설계와 운용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학 프로젝트를 

정형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자질과 

능력

(3) 프로젝트 계획과 수행을 위한 복합학제적

인 팀원으로서 혹은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능력

(4) 경제사회의 리더로서 올바른 윤리의식과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문제를 적시에 

인지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혁

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능력

3. 학습성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졸업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능력과 소양을 갖추게 되며 이는 한국공

학교육인증원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 하여 시스템, 요

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

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

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

동할 수 있는 능력

산업시스템공학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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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내용

  산업시스템공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 생산/물류시스템 분야 

  생산 (또는 제조)시스템의 공정분석과 설계

를 통한 계획과 효율적 통제 및 물류 네트워크

의 설계와 관리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습득하

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응용기술을 습득한

다. 

  디지털환경에서의 제품설계/개발, 공정계획, 

생산에 수반되는 제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제

품생명주기관리(PLM) 등 제품정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 CAD/CAM, 디지털생산, 제품개발, PLM 등

에 관련된 기초 기술의 이해와 활용 능력

- 로지스틱스의 기본 개념과 물류네트워크의 

설계, 생산물류, 공급망관리(SCM) 등에 관

련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2) 최적화 및 시스템분석 분야

  산업시스템의 분석과 최적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분석 도구와 최적화 방법론에 관한 

이론과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

록 학습한다.

- 시스템의 설계와 분석 및 통합에 관련한 경

제성분석 및 프로젝트관리 능력

- 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에서 발생하는 의사

결정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과 최적화 기법의 이해

와 응용 능력

(3) 서비스/품질 분야

  품질 및 서비스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인 이해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응용기술

을 습득한다. 

- 통계적 사고방식과 분석능력

- 품질, 6시그마, BSC, 가치경  등과 같이 기

업의 경 혁신에 관련된 최신 개념의 이해

와 응용능력 배양

(4) 정보시스템 분야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기술(IT)의 

이해와 응용 및 최신동향을 공부한다.

-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및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 Database, ERP/CRM/SCM, 통신시스템 등 

기업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원리 및 응용능력

- 정보시스템 분석,설계,구현을 포함하는 개   

발 방법론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웹서비스, BPM, RFID 등 최신 정보기술    

의 경향에 대한 이해

- 데이타마이닝, 기계학습등 지능정보시스템 

의 이해

(5) 인간공학 분야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기계와 컴퓨

터를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간-기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시스

템운 의 원리를 학습하고, 인간이 관여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에 사용하는 각종 

도구와 방법론을 학습한다. 

- 인간-기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특징

- 인간이 관여하는 시스템의 측정, 분석 및 설

계 개선

-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운 에 

관한 제반 주제

- 인간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감성공학

적인 제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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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 공학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에서 출발하는 산업공

학도들이 급변하는 경 /경제 환경에 적응하여 

미래에 CTO/CEO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학습한다.

- 기술혁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 이론 

학습

- 금융서비스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에서 발생

하는 의사결정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의 이해와 응

용 능력

- 경  및 경제를 이해하는 공학도로서 갖추

어야 할 기본적인 경 이론 학습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산업시스템공학은 산업혁명 이후 생산시스템

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태동된 테일러의 과

학적 관리기법 이후, 최적화이론, 시스템분석 

및 설계, 프로젝트관리, 인간공학 등, 과학적 

시스템분석 기법과 최신 정보기술(IT)에 의한 

시스템통합(SI)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종합적인 

시스템공학 기술로 발전해오고 있다. 최근의 

산업시스템공학은 전통적인 생산제조시스템은 

물론, 물류/유통 분야, 재무/금융 분야, 통신시

스템, 서비스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

야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산업시스템공학을 전공하면 일반 제조기업의 

생산, 제조. 제품 및 공정설계 업무, 경 , 기

획, 관리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

근에는 SI산업, 정보통신산업, 반도체산업, 컨

설팅회사, e-비지니스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 유통 등, 공공 

및 서비스 분야의 진출도 활발하며, e-비지니

스 컨설턴트, 정보기술(IT)관리자, 전자상거래

기획/관리/운 자, ERP/SCM 컨설턴트 등 다

양한 분야에 진출이 활발하다.

  이와 같이 산업시스템공학 전공자는 공학적

인 소양을 바탕으로 경 이론과 정보기술(IT)

을 겸비시키는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졸업 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테크노 

CEO로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신이 속

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30학점 포함)

복수 60학점(전문30학점 포함/인증)

       36학점(전문18학점 포함/비인증)

설계 18학점(인증)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혹은

수상실적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0학점

학문기초   3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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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강 의  시  간 설계

(%)
비고

이론 실습

기초

교육

과목

1

1 ISE 102 창의적 공학설계 3 3 100

2 ISE 101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2 1 2 100

2

1

ISE 202

ISE 204

ISE 211

응용확률론

인간공학

공학회계원리

3

3

3

3

3

3

20

35

33

선택필수

선택필수

2

ISE 201

ISE 203

ISE 212

ISE 213

경 정보시스템

응용통계학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응용과 실습

CAD 및 실습

3

3

3

3

3

3

2

3

2

20

30

60

선택필수

선택필수

전문

교육

과목

3, 4

1

ISE 301

ISE 302

ISE 303

ISE 318

ISE 401

ISE 402

ISE 411

ISE 412

ISE 413

ISE 415

ISE 417

경 과학 1

생산 및 운 관리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전자상거래 

첨단제조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1

공업 마케팅

금융공학입문

기술창업과 타당성 분석

정보시스템 특론

프로젝트관리

3

3

3

3

3

2

3

3

3

3

3

3

3

2

3

3

3

3

3

3

3

2

4

35

33

30

35

35

100

30

35

70

30

30

선택필수

선택필수

선택필수

선택필수

2

ISE 403

ISE 311

ISE 312

ISE 313

ISE 314

ISE 315

ISE 316

ISE 317

ISE 319

ISE 414

ISE 416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2

감성 및 디자인공학

경 과학 2

고객관계경 과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시스템설계 및 실습

안전공학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

시뮬레이션과 응용

제품개발 

2

3

3

3

3

3

3

3

3

3

3

3

3

3

2

3

3

3

3

3

3

4

2

100

35

30

50

25

35

33

50

40

40

35

선택필수

    ※ 선택필수는 5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 공학 인증트랙은 총 이수학점 중 설계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설계학점=학점×학점설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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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박 춘 엽

공업통계학, 창업학

(Entrepreneurship)
응용통계학, 기술창업과 타당성 분석, 공업마케팅, 품질경

숭실대 전자계산학과 이학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산업공학 석사/공학박사

권  식

정보시스템

(Data mining, Electronic 

Commerce)

경 정보시스템, 고객관계경 과 데이터마이닝, 전자상거래, 금융

공학입문

서울대 산업공학 공학사/ KAIST 산업공학 공학석사/ KAIST 경 정보 공학박사

조    암

인간공학(Ergonomics) 인간공학,  안전공학, 감성 및 디자인공학, 창의적공학설계

부경대 공학사/ 와세다 대학원 공업경 학석사/ 와세다 대학원 인간공학박사

조 성 구

경 과학(의사결정론) 응용확률론, 의사결정분석, 프로젝트관리

서울대 산업공학 공학사/  KAIST 산업공학 공학석사/  엑스마리세이유대학 경 학박사

이 종 태

CIM,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Neural Network, Simulation

공학회계원리, 생산 및 운 관리, 유통물류관리

서울대 산업공학사/  KAIST 산업공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공학박사

박 준 

CAD/CAM, 컴퓨터그래픽스
CAD 및 실습, 첨단제조공학, 제품개발,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1,2

한양대 기계공학사/ University of Minnesota 공학석사/ University of Michigan 공학박사 

홍 성 조

시스템 최적화론 및 성능분

석 및 평가

경 과학(대기행렬론,시뮬

레이션이론,신뢰성분석)

경 과학1, 경 과학2, 시뮬레이션과 응용, 응용확률론, 

응용통계학

동국대 산업공학학사/ 동국대학원 산업공학 공학석사/ 쯔쿠바 대학 공학박사 

이 용 한

정보시스템 분석 설계, 지

능형 시스템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응용과 실습,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및 실

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설계 및 실습, 정보시스템 특론

서울대 산업공학 공학사 / KAIST 산업공학 공학석사 / Pennsylvania 주립대 I&ME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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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학문지향

(대학원 진학)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확률론

인간공학

공학회계원리

경 정보시스템

응용통계학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응용과 실습

CAD 및 실습

경 과학 1

생산 및 운 관리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전자상거래

첨단제조공학

기술창업과 타당성분석

정보시스템특론

프로젝트관리

감성 및 디자인공학

경 과학2

고객관계경 과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설계 및 실습

안전공학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

시뮬레이션과 응용

제품개발

산업지향

(취업관련)

창의적공학설계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응용확률론

인간공학

공학회계원리

경 정보시스템

응용통계학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응용과 실습

CAD 및 실습

경 과학 1

생산 및 운 관리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전자상거래

첨단제조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1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2

공업마케팅

금융공학입문

기술창업과 타당성분석

감성 및 디자인공학

고객관계경 과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설계 및 실습

안전공학

유통물류관리

의사결정분석

품질경

시뮬레이션과 응용

제품개발



산업시스템공학

 439

■ 교과목 해설

ISE102 창의적 공학 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도로서 공학설계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

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

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여 학생들 스스

로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일상생활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나 폐품을 활용

하여 다리 만들기, 낙하산 만들기와 같은 창

의 제품을 제작하고 경연대회를 통해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현

재 개발된 기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제품 

개발 방향과 같은 미래지향적 창의성을 개발

하도록 한다.

ISE101 산업시스템공학 기초설계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산업시스템공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대상

으로 강의, 설계,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산

업시스템공학의 이해와 산업사회에서의 산업

시스템공학도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ISE201  경 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고 방법론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business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ERP, SCM, CRM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하

여 공부한다.  

ISE202 응용확률론  

Applied Probability for Engineers

품질관리, 의사결정분석, 시계열분석, 시뮬레

이션, 신뢰성분석과 안전공학 등 불확실성이 

내제된 다양한 경 과학 문제를 다룰 수 있

도록 확률론의 개념과 응용 사례를 학습한

다.   

ISE203 응용통계학 

Applied Statistics for Engineers

응용 통계학은 공학 등 산업문제에서 발생하

는 여러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이론과 

방법을 다룬다. 관측 자료를 통계적으로 기

술하고, 모수에 관한 추정 및 통계적 가설 검

정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

용하여 의사 결정과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도록 한다.  

ISE204 인간공학  

Ergonomics

인간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작업 수행 상 

인간에 미치는 향, 인간-기계 체계의 최적 

설계, 조정하는 이론과 기법을 강의하며, 계

면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조화 있게 다룬다.

ISE211 공학회계원리 

Accounting for Engineers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회계와 재무 분야

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기업의 회계실

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배양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 목표원가관리, 기술

가치 평가 등 개발업무와 관련된 회계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ISE21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응용과 실습 

Industrial  Systems Programming and 

Practice

Java 언어를 이용하여, 산업공학의 다양한 

기법 및 응용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운

다. (자료구조론 일반 + 산업공학응용 실습/

과제) 

ISE213  CAD 및 실습   

CAD and Laboratory Work 

CAD(Computer Aided Design) 분야는 컴퓨터

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계의 전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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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AD 분야는 복잡한 형상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데이터의 저장, 수치적 해석과 

정보전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강좌는 공학적 설계와 그래픽스에 

대한 기본개념을 주교재를 통해 학습하고, 

상용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 전 분

야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ISE301  경 과학 1  

Management Science  1

시스템이 대규모화와 복잡화됨에 따라 그의 

효율적 설계와 운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경 과학(OR)기법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학적

인방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선형계획법, 네트

워크모형, 정수계획법 등 확정적 모형을 다

루고 실습을 통하여 실제 응용사례와 소프트

웨어 활용방법 등을 학습한다.

ISE302  생산 및 운 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생산시스템과 서비스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

도록 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수학적 방

법, 발견적 방법, 컴퓨터응용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의 문제해결방안들을 설명한다. 이

들 방안들에는 작업관리, 물류관리, 공정관리, 

재고관리, 프로젝트관리방법 등이 포함되며 

유연생산시스템과 같은 생산자동화시스템의 

보편화에 대비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기술이 강의내용에 포함된다.  

ISE303  정보시스템분석, 설계 및 실습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Design and Practice

정보시스템을 분석, 설계, 개발하기 위한 방

법론, 기법, 툴 들을 배운다. 실습 및 팀 프로

젝트를 통하여 배운 내용을 체득할 기회를 

가진다. 

ISE311 감성 및 디자인공학  

Sensibility Ergonomics & Design

Engineering

앞으로의 디자인은 감각과 감성이 균형을 이

룬 보다 진보된 모던함을 재창조하는 방향으

로 전개될 것이다, 이제는 물리적 감각 역

을 넘어 보다 섬세하고 탁월한 빛의 효과, 움

직임, 미각, 청각적 관점 등 오감까지 그 적

용과 표현을 확대하여 다각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와 소구성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본 

강좌에서는 감성 디자인을 위한 접근방법 및 

접근에 필요한 분석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

표로 한다.

ISE312 경 과학 2  

Management Science 2

본 강좌는 경 과학1에 이어서 대기행렬 기

초 이론과 응용, 예측모형 등 주로 확률적 모

형을 다루며 실습을 통하여 실제 응용사례와 

함께 Crystal Ball 등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활

용한 분석 방법 등을 학습한다. 

ISE313 고객관계경 과 데이터마이닝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Data Mining

기업경 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과 CRM(고객

관계경 )의 기본개념, 구현 전략, 실행과  

CRM의 핵심 지능형기반기술인 data mining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decision tree learning, 

인공신경망, 베이지안 학습 등 기계학습 알

고리즘에 대하여 공부한다. 

ISE314 데이터베이스시스템설계 및 실습 

Database System Design and Practice

정보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데이터베이스

를 분석, 설계, 구현하기 위한 기법과 툴을 

배운다. 실습 및 과제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

을 체득할 기회를 가진다.  

ISE315 안전공학   

Safety Engineering

산업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

든 재해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요소들

을 과학적, 정량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작업

환경 조절 및 개선에 대한 공학적 대책을 세

우고,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향 및 허

용기준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능력을 기른

다. 또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PL(제조

물 책임법) 및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접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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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316 유통물류관리 

Logistics

유통물류에 대한 기본 이해와 유통물류의 중

요성, 그리고 하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알맞은 응용과 전략

에 대해 공부한다.

ISE317  의사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대안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따르

는 의사결정문제를 적절히 모형화하고, 의사

결정자의 선호와 확률적 판단을 수치화 하여 

이를 반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방법과 철학, 

절차 등을 배운다.

ISE318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새로운 e-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거나 또는 전통기업을 적절한 e-비

즈니스 모델로 변환시켜야한다. 이 강좌에서

는 e-비즈니스의 개념, 전통기업과 e-비즈니

스의 공통/차이점, 전통기업의 e-비즈니스로

의 변화 발전을 통한 경쟁적 우위 확보 전략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ISE319 품질경   

Quality Management

현대 산업 사회에서 품질 경 과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경  시스템의 운  방법과 사례를 학

습한다. 또, 샘플링 검사, 통계적 공정관리 기

법을 학습하고, 품질보증, 품질의 개선, 다구

찌 방법, 품질 평가 방법 등을 학습한다.

ISE401  첨단제조공학  

Advanced Manufacturing Processes

현재 제조 분야에서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

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제조 시스템

의 건설 및 운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

스템은 크게 시장에서 기업의 유연화 및 기

민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플랫폼의 

개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성과 관리에 기반한 Workflow를 통해서 구축

되는 제조시스템의 통합화가 필수적이다. 이

를 통해 현대적인 제조시스템의 골격과 운용

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갖게 되며, 다양

하게 전개되고 있는 첨단제조분야의 폭 넓은 

관심과 이해를 수용하기 위한 과제와 기말프

로젝트가 부여된다.

ISE402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1

Senior Project i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1

산업시스템공학에 관한 연구과제 및 주변 분

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

수의 지도하에 계획,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기초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을 배양하

고 평생학습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

다.

ISE403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2

Senior Project in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

산업시스템공학에 관한 연구과제 및 주변 분

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

수의 지도하에 계획,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기초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을 배양하

고 평생학습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

다. 

ISE411  공업 마케팅  

Marketing for Engineers

현대 마케팅 활동의 핵심요소인 제품, 가격, 

유통 및 촉진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

고, 이른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 광

고, 홍보, 판매 촉진 활동 등에 대하여 공부

하고, 서비스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등에 대

하여도 다룬다.

ISE412 금융공학입문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

주식/채권의 가치평가,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자본구조와 자

본조달, 운전자본 관리와 재무 분석 등의 기

본적인 재무이론을 바탕으로 선물거래, 옵션

가격결정,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 등의 

금융공학의 기본논제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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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413 기술창업과 타당성 분석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and Feasibility Study

창업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방법을 바탕으

로 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연구

한다.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시장분석, 기술

분석, 재무분석을 실시하는 기법을 강의하고 

실습도 한다. 수강생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

ISE414  시뮬레이션과 응용  

Simulation and Its  Application

생산/물류/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하는 분석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이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시뮬레

이션의 개념과 모델링 방법, 모형의 유효성과 

타당성 검증방법 등을 다루며, 실습을 통하여 

응용 사례분석(설계)과 시뮬레이션 기법의 활

용 능력을 기르도록 학습한다.   

ISE415 정보시스템 특론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시스템 기술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현재 산업시스템

공학과에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는 정

보시스템 분야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예

를 들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전자

인식(RFID) 기술의 활용, XML 웹서비스(Web 

Services)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ISE416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Product Development and Life cycle 

Management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론을 공부

하며, CAD, 신속모형제작 (Rapid Prototyping)

등을 통하여 수강자들이 각기 고유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제

품 개발을 포함한 제품수명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PLM(Product Life cycle Managemen

t)에 관한 동향도 병행하여 강의한다.

ISE417 프로젝트관리 

Project Management

각종의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프로젝트의 정의 및 계획수립, 일정 및 

코스트 관리, 자원관 리, 팀의 구성 및 운 , 

위험관리와 의사결정,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

터넷 활용 등 프로젝트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신의 기법과 

원칙을 배운다.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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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교육학과는 교육학을 가르칠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교육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으로 탐구하고,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 사회

교육, 가정교육 등 실제적인 교육문제를 창조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학자, 교육연구

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실천가 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전통적인 교육학 탐구 분야인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교육행정

학, 교육심리학 등은 최근에 이르러 좀 더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탐구 역을 개척하고 

있다. 교육 현실의 분화과정에 맞추어 전문

화, 세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런 경향이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이버교육, 노인교

육, NGO 활동에 기초한 교육문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인재양성, 재교육, 특수상

담 등과 같은 연구 역이다.

졸업 후 진로

  교육학 전공자들의 가능한 진로는 전문적 

교육 연구 분야, 교육행정분야, 교직분야, 평

생교육전문분야,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연

수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하며, 각각 요구되는 

능력과 소양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교육 연구인력 및 교육행정가

  각종 교육연구기관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에 이어 대학원 과정의 연구능

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및 교육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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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

다.

2. 교육학 교사 및 교직 복수전공(부전공) 관

련 중등교사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교육학 교

사 자격증이 부여되며, 교육학 이외에 교직복

수전공이나 교직부전공을 이수하여 교과교사

교육학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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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임용고시를 통해 국어, 사

회, 윤리, 어 등의 교사로 진출해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교육학 전공과정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과 자신이 담당할 교과의 학문적 내용

과 방법을 연마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이

수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전문가 및 기업체 교육연수관련 

전문가

  평생교육전문가나 기업체 교육연구관련 전

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습

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강좌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학과 학생들은 전공 교

육과정과 동시에 평생교육관련 강좌를 선택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들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학적 지식과 동시에 현대 사회와 문화 및 그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

다.

   

              연합MT                             교육학과 30주년 기념식

전공

학점

단수  54 학점 (전문27학점 포함)

복수  42 학점 (전문21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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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EDU 101 교육학 입문 3 3

EDU 151 교육철학 3 32

2

1

EDU 201

EDU 202

EDU 203

EDU 204

한국교육사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3

3

3

3

3

3

3

3

2

EDU 251

EDU 252

EDU 253

EDU 254

동양교육의 이해

교육과정이론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경 론

3

3

3

3

3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EDU 301

EDU 302

EDU 303

EDU 304

EDU 401

EDU 402

EDU 403

인간발달과 학습

교육통계

서양교육사

특수교육론

산업교육론

교육공학

상담심리학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사이버강의병행

2

EDU 351

EDU 352

EDU 353

EDU 354

EDU 451

EDU 452

EDU 453

교육연구법

수업이론

교육과 문화

교육측정 및 평가

가치교육론

교육제도론

원격교육론

3

3

3

3

3

3

3

3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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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진 환
교육행정(교육경 , 교육계획) 교육행정학, 교육경 론, 교육제도론

공주사대 교육 / 서울대 교육 / Ohio 주립대 교육행정 Ph.D.

박 부 권
교육사회학(교육정책, 비교교육) 교육사회학, 교육과 문화

서울대 교육 / 서울대 교육 / Wisconsin-Madison대 교육정책 Ph.D.

김 성 훈
교육측정 및 평가 인간발달과 학습, 교육통계, 교육측정 및 평가

서울대 교육 / 서울대 교육 / 일리노이주립대학 교육심리 Ph.D.

고 진 호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론, 교육학교육론,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동국대 교육 / 동국대 교육 / 동국대 교육학박사

조 상 식
서양교육사․교육철학 교육학입문, 교육철학, 서양교육사, 가치교육론

서울대 교육 / Gottingen대 교육학․사회학 / Gottingen대 Ph.D.

신 나 민
교육공학․평생교육 교육공학, 원격교육론, 산업교육론, 수업이론

서울대 교육 / 서울대 교육 / Pennsylvania 주립대 Adult Education Ph.D.

박 현 주
교육심리․상담 교육심리학,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서울대 심리학 / 서울대 심리학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상담심리학 Ph.D.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 접 관 련 학 과 

과목
비고

교육연구 인력 및 

교육행정가

교육학입문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학

교육철학, 교육제도론

가치교육론, 동양교육의 이해

교육경 론,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 교육연구법

교육과 문화

복수(부)전공

관련과목

복수전공 

권장

교육학 교사 및 

교직복수 전공 관련 

중등교원

교육학입문,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철학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공학, 수업이론

교육통계, 특수교육론

교육측정 및 평가

서양교육사, 교육과정이론

인간발달과 학습

상담심리학, 교육제도론

복수전공 

관련과목

교직복수

전 공 을 

필 수 로 

권장

평생교육, 기업체 

연수 관련 전문가

교육학입문 

평생교육개론

교육제도론

산업교육론, 교육공학

원격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산업복지론

여성교육개론

경 학원론

환경교육론

직업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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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DU101 교육학입문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ducation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역, 구

조, 인간에 대한 이상적 관점과 교육과의 관

계, 인간의 현실에 대한 종교적․철학적․심

리학적․사회학적 관점과 교육과의 관계, 교

육의 기능, 요소, 장, 형태,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사의 자질과 임무, 교직관의 유형과 

윤리, 한국교육학의 과제와 전망 등 교육학

을 전공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교육학의 기본

적 개념들과 전반적 윤곽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이다.

EDU151 교육철학 

Philosophy of Education

교육철학의 학문적 성격과 방법 및 교육철학

의 여러 입장과 이에 따라 교육이론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탐구함으로써 

교육의 제반문제를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

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EDU201 한국교육사 

History of Korean Education

한국의 지나간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사회현상과의 관련 속에서 세계교육사와 견

주어 가면서 탐구함으로써 한국교육사의 일

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해 간다.

EDU202 교육행정학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의 기본이론 및 규범적 지식의 터득

을 위해 교육행정의 개념, 성격, 본질, 기능, 

역 및 내용 등을 분석하며 교육행정이론의 

발달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또한 교

육행정의 제 측면(조직관리, 계획, 장학, 재

정, 인사, 시설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분

석한다. 나아가서 교육행정의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적 접근이 제 이론과 교

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함에 목적을 

둔다.

EDU203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

해하기 위하여 개인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학습의 원리, 성격, 개인차 등을 학습

하고 이 요소들이 학습을 중심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 나아가 교육심

리학적 지식을 실천과 직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EDU204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교육사회학의 일반적인 이론들을 분석, 비판

함과 더불어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의 역할

과 기능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교

육의 사회화과정, 교육과 사회계층, 교육과 

문화 등 교육의 내적, 외적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과 사회와의 상호 향관계를 거시적, 미

시적 차원에서 다룬다.

EDU251 동양교육의 이해  

Introduction to Eastern Education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기반인 전통적 교육문화를 이해

하기 위하여 유교와 불교의 교육고전을 탐구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

하는 동시에 한문의 독해능력도 길러 동양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 시대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

EDU252 교육과정이론  

Curriculum Theory

교육과정 구성과 개방 및 전개에 관한 제이

론을 다룸으로써 교육현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교사로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닦는다.

EDU253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Guidance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생활지도의 의의, 방법 



교육학

 449

및 지도와 같은 여러 활동에 관한 이론을 습

득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생활지도를 가능

하게 하며 나아가 효과적인 생활지도 계획의 

수립능력을 제고한다.

EDU254 교육경 론  

Theories in Educational Management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

동의 경 관리에 관한 기본이론 및 규범적 

지식의 터득은 물론 교육경 의 제 측면(조

직, 인사, 교육과정, 생활지도, 학급, 문서, 시

설 등)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분석 터득함에 

초점을 둔다.

EDU301 인간발달과 학습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이 과목은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변

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의 소개 

및 이의 교육적 의의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

다. 교육의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인간의 변

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러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설정된 교육심리

학을 선수했다는 전제 아래,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학습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이론이 있으며, 각 이론의 기본 가정과 핵심

적 개념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핵심주제는 

인지발달 및 인성발달 이론, 인지학습 이론 

및 행동주의 학습이론 등이다.

EDU302 교육통계  

Educational Statistics

이 강좌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실천 

및 연구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적 분석

에 요구되는 기본적 개념과 방법들을 이해시

키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통계에 대한 거

리감을 줄이는 데에도 주안점을 둔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자료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통계적 질문 및 답

과 통계적 질문 및 답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

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료의 통계적 제시방법과 집단비

교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통계적 제시방법

과 집단비교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의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이해가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 붙박여 있음을 인식하게 한

다.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기술통계 기법과 

단순한 집단비교를 위한 추리통계 기법이다.

EDU303 서양교육사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서양교육의 역사를 문화사회적 배경, 교육제

도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의 실천사적 측

면과 각 시대마다 나타난 교육사상의 측면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EDU304 특수교육론  

Special Education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정상아와는 다른 특

수한 아동을 그들에 대한 정의와 분류, 측정 

및 그들의 심리적, 변동적 특성을 통하여 이

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특수한 교육과 관련 교육적 서비스에 

관하여 강의한다. 

선수과목: EDU203 교육심리학

EDU351 교육연구법  

Educational Research

교육에 관한 여러 방법을 이해하고 논문작성

에 필요한 실제적 기술의 습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며, 문헌연구, 질문지법, 심리검사법, 관찰

법, 실험법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EDU352 수업이론  

Theory of Instruction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동시에 계획하고 조

작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사의 교육목적, 교수

방법, 교수기술, 평가방법 등이 교사의 효율

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습효율의 측

면에서도 연구한다.

EDU353 교육과 문화  

Education and Culture

문화의 교육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서 문화과정으로서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각기 다른 문화 내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현상

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비형

식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까지를 포함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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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354 교육측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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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되는

가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을 설명하는 이

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이론들은 어

떤 실천적 의의를 지니며, 더 나은 교육을 위

해서는 어떤 점이 미비하 는가를 개괄적으

로 검토한다. 주된 내용은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 학생평가의 방법, 고전적 심리측정이론 

등이다.

EDU401 산업교육론  

Industrial  Education

졸업 후 기업 혹은 산업교육에 종사할 대상

들을 위하여 산업교육의 쟁점, 기본원리 및 

방법을 탐구한다. 그리고 국가의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

램을 교육과정, 운 체계, 교육담당자 및 기

업생산성 등에 비추어 비교분석한다.

EDU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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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에

서도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EDU403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의 여러 이론과 모형 등의 학습을 통하

여 교육과정에서의 상담의 역할을 이해케 하

며, 특히 상담과정의 기본이 되는 상담의 기

법과 의사전달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상담전

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

EDU451 가치교육론  

Theory of Value Education

도덕성, 가치,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

근을 다룬다. 가치 철학적, 사회적, 도덕성 발

달 이론의 기초위에서 도덕교육 접근들을 비

교, 비판적으로 다룬다.

EDU425 교육제도론  

Practice and The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이론 및 규범적 지식을 

터득하고 교육제도의 구축과정 및 그것의 사

회문화적 배경의 분석과 더불어 교육제도의 

이모저모에 관한 실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 아울러 교육제도의 문제분석 및 개선과 

개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여기에서

는 학교교육제도와 사회교육제도를 포괄하면

서 국제 비교적 분석도 병행한다. 

EDU453 원격교육론  

Distance Education

정보화 및 세계화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

에서 시간과 공간은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원격교육은 평생교육의 주요양상임을 이해한

다.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 유형은 각각 어

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며, 교육

의 효과 증진 및 교육적 상호관계 증진을 위

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숙고하는 기

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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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산업(전문가)

  국어교육과는 중등학교 국어교과의 교수․ 

학습을 수행하는 교원을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지향의 학과인 만큼 국어교육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과 교육방법론적 기능을 연마하여 탁

월한 교사의 역량을 구비하도록 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어에 관련된 교과내용

적 지식의 이해와 습득은 물론이며, 교과교육

의 이론적 체계와 교육공학적인 실기를 획득하

도록 함과 아울러 인성적 자질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교과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국어교육과는 국어교육의 바탕이 되는 국어

에 관련된 일반론적인 지식으로서 국어학과 문

학의 균형 있는 학습을 꾀하며, 교육학과 접합

된 교과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겸비한다. 또한 단순히 중등학교 교원

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어와 문

학의 학문적 소양의 심화와 교사적 인성을 도

야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현장에서의 실

습을 통해 우수한 수준의 국어교사를 배출해오

고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과는 역량 있는 국어국문학 

연구자인 동시에 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유능

한 국어교사이며 품위 있는 교육학자로서의 자

질을 함양하게 하여, 지식과 인성과 기능을 통

합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

향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국어교육과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 ․쓰

기․국어지식․문학을 교육할 수 있고, 국어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 형성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을 목표로 

한다.

  국어교육의 21세기는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창의적인 인간을 요청하고 있다. 즉 21세

기는 단순히 세기의 변환이 아니라 레니엄

(millennium)적 변환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하

기 위한 교육은 ① 목표 차원에서 건전한 인성

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

실, ② 내용 차원에서 세계화․정보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③ 운  

차원에서 학습자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천, ④ 제도 차원에서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 운 에 대한 

자율성 확대, 그리고 ⑤ 연구 차원에서 교수 

․학습과 심도 있게 연계된 적절한 평가 방법

국어교육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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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시행 능력과 교육 심

리학적 전문가 양성 등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

보 사회 및 지식 사회로 표현하는 21세기에 세

계 속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신교육 

체제의 수립이라는 국가 ․ 사회적 요구를 반

한 것이다.

  국어교육학은 종래의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

수 방법으로부터 탈피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합

한 매체 이용 학습법과 학습자 중심의 토론 학

습방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어 교육의 새

로운 패러다임은 Computer Technology의 발

달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었다. 특

히 국어교육을 위한 WBI(Web-Based Instruct

ion), CAI (Computer-aided instruction), CNA

(Communication Network Architectur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

s), CAL(Computer Aided Learning), CBT(Co

mputer Based Training) 등을 교수 ․ 학습 

방법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발전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원거리 화상 교육, Computer Explora

tion, Simulation, Jigsaw Cooperated Learning, 

Mapping Construction, Discovery Learning 

등 수없이 많은 새로운 교수법 및 학습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국어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중등학교 국어 2급 정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유능한 중등학교 국어교사의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교육계의 중추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서 구비해야 할 심화된 교과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국어국문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소정의 연구과

정을 거치면서 유능한 국문학 연구자로서 연구

기관이나 대학 강단 등에서 국어교육학 및 국

어국문학 분야의 학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국어교육의 주요한 한 갈래인 문학 역의 

학습을 통해 풍부한 문학적 교양과 창작적 소

양과 작가적 기량을 연마하여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전문 

작가로서 문필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각종 대

중매체의 리포터나 구성작가, 카피라이터 등 

특정적인 언어기능을 발휘하는 전문인으로 활

동할 수도 있다. 또한 국어교과와 관련한 지식

을 구비함으로써 국어전문학원과 보습학원 등

의 국어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전문학

습지의 교재 개발과 편집자로 활동할 수도 있

을 뿐 아니라 여러 사회교육센터 등에서 논술, 

독서, 창작, 화술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

육자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되고 개발된 국어교육학 내지 국어국문학의 자

질과 소양에 따라 신문․방송․출판매체의 기

자 및 편집인 등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

며, 그 밖에 복수전공 이수를 통한 외국어나 

연극 상학 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구비하면 번역 및 통역, 연극 화의 연출․연

기 등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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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KLE 101 문학의 이해 3

2 KLE 151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3

2

1

KLE 201

KLE 202

KLE 203

KLE 204

현대시와 시교육

문법교육론

국문학의 기초

작문교육론

3

3

3

3 사이버강의

2

KLE 251

KLE 252

KLE 253

독서교육론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구비문학의 이해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KLE 301

KLE 302

KLE 303

KLE 304

KLE 305

KLE 401

KLE 402

KLE 306

매체언어교육론

한국현대문학의 전개

고전시가 강독

현대작가탐구

문예창작지도론

문예비평의 이론과 실제

화법교육론

Mentor Program

3

3

3

3

3

3

3

1

2

KLE 351

KLE 352

KLE 353

KLE 451

KLE 452

KLE 453

KLE 454

KLE 455

표준어와 정서법

고전산문강독

문학교육론

세계문학강독

현대문학교육자료강독

국어의미론

국어교사론

문학과 문화교육론

3

3

3

3

3

3

3

3

   ※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의 전공과정은 원칙적으로 통합운 되며 이수과목은 전공으로 상호 인정됨

전공

학점

단수 54 학점 (전문 27 학점 포함)

복수 42 학점 (전문 21 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2007 Course Catalog 

454

■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한 용 환
현대문학(소설)

현대작가탐구, 문예비평의 이론과 실제,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세계문학강독

동국대 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최 순 열
국어교육학, 현대문학교육론

국어교육론, 국어교재 연구 및 지도법, 문학의 이해, 

현대문학 교육자료강독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김 혜 숙
국어학(문법론 ․ 사회언어학) 문법교육론, 화법교육론, 국어의미론, 매체언어교육론

동국대 국교 / 연세대 국교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고 재 석
현대문학(시론 ․ 평론)

한국현대문학사의 전개, 현대시와 시교육, 

문학과 문학교육론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김 승 호
고전문학(산문 ․ 교육론) 국문학의 기초,  고전산문강독, 한국고전문학의 전개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윤 재 웅
독서교육론 독서교육론, 문예창작지도론, 문학교육론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국어교사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문법교육론,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 현대시와 시교육,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매체언어교육론,

화법교육론, 문학교육론,

현대문학교육자료, 강독,

문학과 문화교육론

표준어와 정서법, 국어교사론,

교육학입문,

교육과정이론,

교육측정 및 평가,

인간발달과 학습

독서 지도사, 

한국어 교육원 

연구원 등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문법교육론,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 현대시와 시교육,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매체언어교육론,

화법교육론, 문학교육론,

현대문학교육자료

강독, 국어교사론,

문학과 문화교육론

교육학입문,

교육과정이론,

교육측정 및 평가,

인간발달과 학습,

현대시 이론 및 강독,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언론 기자 및 문예 

작가, 공연예술가, 

문화운동 

전문가

문학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의 전개,

한국현대문학의 전개,

문예비평의 이론과 실제,

고전시가강독, 고전산문강독,

표준어와 정서법, 현대작가탐구,

문학과 문화교육론

문예창작입문,

TV드라마입문,

현대시 이론 및 강독,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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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KLE101 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Literature

문학이 문학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특성,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통해, 문학을 이

해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언어

와 문학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데 힘쓴다.

KLE151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기초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and 

Korean Language Teaching

언어학의 보편적 ․ 일반적 이론과 더불어 

표현 전달의 도구인 국어의 효과적이고 올바

른 사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한

국어의 기본 개념과 일반 이론을 습득하고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를 연구

하는 기반을 만든다.

KLE201 현대시와 시교육  

Modern Poetry and Poetry Education

문학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중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 단원의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국내외 현대시를 두루 섭렵하

여 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안

목을 기른다. 

KLE202 문법교육론  

Theory of Korean Grammar Education

언어 활동을 바르고 알맞게 하기 위해서 언

어 요소의 체계적인 과학적 지식을 알고 지

도할 수 있는 국어교사를 길러내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올바른 문법관과 문법 원리, 그리

고 우리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문법 자료 정리, 구조 분석에 응용

케 하여 세련되고도 과학적인 문법 처리력을 

체득하도록 한다.

KLE203 국문학의 기초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국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터득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국문학의 범위, 갈래, 

역사 등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KLE204 작문교육론  

Theory of Teaching Writing

언어 사용의 네 가지 국면 중의 하나인 ‘쓰

기’의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교수 ․ 학습 

상황에서의 쓰기 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

토한다. 

KLE251 독서교육론  

Theory of Teaching Reading

독서 현상과 독서 방법론의 이해 등을 증진

하고, 독서 동기의 효과적인 자극을 통해 독

서 능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KLE252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Modern Novel and Novel Education

현대소설의 학문적 연구에 선행되는 과제, 

즉 개별 작품의 세 한 강독을 통해서 소설

의 본질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도록 한다. 

특정한 이론적 도식에 기대여 소설작품을 분

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독서 체험을 통해 소

설에 접근한다. 

KLE253 구비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Oral Literature

한국문학의 원형이라 할 상고시기의 구비전

승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시대의 구비전승담의 

특질과 계보를 살피는 한편 그것이 지닌 미

학적 특성을 주목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총체

적 이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KLE301 매체언어교육론  

Theory of Media Language For 

Teachers

국어 정보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행을 연

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인쇄 매체, 상 매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국어교육 및 매체 활

용을 통한 한국어 사용에 대해 교수 ․ 학습

한다. 이른바 ‘제 3의 물결’인 매체 언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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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활용하고 연구한다. 

KLE302 한국현대문학의 전개  

Development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17, 8세기부터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중

세문학의 해체 과정 및 현대문학의 발전 과

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리고 문학사의 근본문제에 관한 이

론적 인식의 증진을 대상으로 삼는다.

KLE303 고전시가강독  

Readings in Classical  Korean Poetry

우리의 문화 유산 가운데서 시가의 형식을 

갖춘 대표적인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함으

로써 고전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기른

다. 특히 고전시가의 심미적 특질과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을 배양하는 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KLE304 현대작가탐구  

Study on Modern Writers

현대문학사에 등장한 주요 시인 및 소설가들

의 문학세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작가 

개개인의 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통해

서 문학의 본질과 문학사의 실상에 접근하도

록 한다. 

KLE305 문예창작지도론 

Theory of Literary Writing

문예창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창작 경험

을 통해 기법의 숙련을 도모한다. 

KLE351 표준어와 정서법  

Standard Language and Orthography 

Methods

한국어의 맞춤법과 표준어를 바로 알고 익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역의 정확한 표

현과 이해를 통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KLE352 고전산문강독  

Readings in Classical  Korean Prose

우리의 문학적 유산 가운데서 산문의 형식을 

갖춘 대표적 작품들을 엄선하여 강독함으로

써 고전문학에 대한 충실한 이해력을 기른

다.

KLE353 문학교육론  

Theory of Literature for Teachers

문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문학 일반과 한국문학에 관한 체계

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정

서의 이해와 미적 감수성 ․ 상상력의 증진

을 꾀하는 한편, 중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에 수록된 문학단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재

연구의 방법과 그 지도법을 터득하고, 나아

가 문학의 이해와 감상, 창작의 지도방법을 

익힌다. 

KLE401 문예비평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s in Literary 

Criticism

문예비평이란 문학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관

련된 체계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오늘날까지 발전된 문예비평의 다

양한 양상들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

로써 문학작품의 해석과 평가의 원리를 터득

할 수 있도록 한다.

KLE402 화법교육론  

Theory of Speech Education

언어적 의사 소통의 기본 구조인 말하고 듣

는 능력을 신장하고, 말과 을 통하여 생각

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국어 교사가 반드시 갖

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어 표준 

발음의 교육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바르

고 명확한 음성 언어를 구사함과 동시에 국

어 교사로서 자신있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어 교사로

서 갖추어야 할 언어 소통 능력을 기르고, 국

어과의 한 역인 화법을 교수 ․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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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451 세계문학강독  

Readings in World Literature

문학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

들의 삶의 방식과 이상을 반 한다. 인류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우리 문학의 특수성을 이

해하기 위해 ‘고전’이라 불리는 동서양의 고

전문학작품을 강독한다. 

KLE452 현대문학교육자료강독  

Readings in Modern Literature 

Teaching Materials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국어 교과

서를 기본으로 국문학 교육 자료를 분석 ․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자료 구성에 관해 연구

한다. 

KLE453 국어의미론  

Korean Semantics

언어의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한 경

험적인 접근을 통해, 어휘 ․ 문장 ․ 담화상

의 의미를 익힌다. 의미 변화나 화용론과의 관

계를 연구하고 언어 표현과 개념의 관계를 이

해하여 정확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한다.

KLE454 국어교사론  

Theory of Teaching Korean

국어교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각 역별 교수․학습 방법을 연마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연습을 통해 국어 교과 

교육의 기량을 향상시킨다. 

KLE455 문학과 문화교육론 

Theory of Literature and Culture 

Education

국어교과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문화전

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화된 성찰을 경

험함으로써, 문화적 수양을 갖춘 국어교사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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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역사교육과는 국가의 교원양성정책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인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상적인 중등역사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그 교육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본과는 중등역사교사 양

성이라는 일차적 교육목표 이외에도 장래 중등

교육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등교육 전문

가 및 역사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부차

적인 교육목표로 한다.

  위에서 서술된 교육목표와 관련된 구체적 내

용들을 상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국사를 포

함하는 세계사의 발전 과정을 총체적이고 유기

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역사에 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

은 기초적인 역사학 이론 및 한국사와 세계사

의 구체적 지식을 학습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

한 전문지식을 일반 교육학적 내용과 상호 연

계시킴으로써 장래 역사교육에 관한 훌륭한 교

사 및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할 것이다.

2. 교육 내용

  역사교육학의 전공은 크게 나누어 기초 교육

과정(2학년 전공)과 전문 교육과정(3,4학년 전

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역

사이론, 역사교육론 및 교육방법론, 지역사(한

국사, 아시아사, 유럽사 및 제 3세계사)로 분류

된다. 각각의 지역사를 크게 세분하여 보면 고

대사, 중세사, 근․현대사로 나눌 수 있다. 이

러한 교과 내용들은 다시 일반 교육학의 제이

론들과 결합됨으로써 장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들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과가 개설한 교과 내용들 중 특성화

한 것은 현재 중등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통

합 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을 일부 개설하

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과 교사 양성을 위한 

지리교육과와의 통합 교과목의 운 은 대표적

인 것이며, 그 내용은 본과의 교육과정 개설 

총괄표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교육의 정체성을 확

립하는데 있다. 역사의 의미와 성격, 효율성, 

연구 방법, 설명 방법, 역사의 과학성과 문학

성, 역사관의 유형, 역사 연구의 경향 등에 관

한 여러 견해를 검토하고, 이러한 견해들을 역

사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은 새로운 역사학의 등장과 

관련 하에 긴 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0

세기 이후 역사학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전의 

이야기체나 사건 중심의 역사학에서 사회과학

역사교육
Hist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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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사연구와 역사서술을 특징으로 한다. 무

엇보다도 정치사 중심의 역사연구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와 긴 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를 연구하고 있다. 예컨

대 미국의 신사학, 프랑스 아날학파, 국의 내

이머, 독일의 사회구조사학의 등장으로 개별적

인 사건보다는 그것들과 연결된 과정, 구조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고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한 새로운 역사연구

와 서술이 등장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근대적 경제성장이 가져온 부

정적 측면에 대한 의식이나 대형 전쟁 등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로 포스트 모던적 역사인식

과 이에 따른 역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문화

적 현상이 역사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서 문화가 

역사 연구의 중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역사 연

구에서 작은 생활 모습에 대한 미시사적인 접

근이 이루어지고 일상 생활사가 그 연구 대상

이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역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문화사 ․ 신사회사 ․ 일상생활사의 연구 

경향에 따라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

체적이고 상세한 역사적 사건이 역사교육의 소

재가 되어야 하고 미시사, 일상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 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중사에 새로운 각도

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이르러 역사학의 연구 동향과 더불어 

역사교육학도 독립된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관한 연

구로 역사교육의 심리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역사의식이나 역사적 사고

력의 발달 단계를 주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사교육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역

사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

습방법 및 평가 등 전체적인 과정 등의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역사교육은 과거 생활의 기록인 역

사를 통해 우리의 현재 위치와 당면 과제가 무

엇이며, 미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미래 세계의 변화에 좀더 합리적이고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 후 진로

1. 중등학교 국사 및 세계사 교사 - 사립학교 채

용 및 국가 임용고사를 통한 공립학교 진출

2. 대학원(일반, 교육대학원 포함) 수료 후 대

학 및 유관 연구 기관으로의 진출

   - 사립 박물관, 연구 기관 및 국가 운  역

사 연구 기관

3. 소정의 국가시험 통과 후 교육 행정직 및 

역사 업무 관련 공무원 임용

4. 다양한 역사 지식의 응용화를 통한 언론․

출판 및 방송계로의 진출

전공

학점

단수  54학점 (전문 27학점 포함)

복수  42학점 (전문 21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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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HIE 101 역사학개론 3 3

2 HIE 151 역사교육자료탐구 3 3

2

1

HIE 201

HIE 202

HIE 203

HIE 204

한국 고대 사회의 이해

국사 교육자료 강독

서양 고전․봉건 시대사

동아시아 고중세사

3

3

3

3

3

3

3

3

2

HIE 251

HIE 252

HIE 253

HIE 254

HIE 255

한국 중세사회의 이해

한국 대외 관계사

서양 근대 이행기의 역사

서양사 교육자료 강독

아시아 근세세계의 성립

3

3

3

3

3

3

3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HIE 301

HIE 302

HIE 303

HIE 304

HIE 305

HIE 306

HIE 307

HIE 308

한국 근현대사회의 이해

한국 문화사상사

역사교육특강

서양 근현대사

서양사 교육교재론

아시아 현대의 문화와 역사

동아시아 문물교류사

Mentor Program

3

3

3

3

3

3

3

1

3

3

3

3

3

3

3

1 P/F

2

HIE 351

HIE 352

HIE 353

HIE 354

HIE 355

HIE 356

국사교육론

한국 사회경제사

국사교육세미나

서양사 교육세미나

아시아사 교육세미나

아시아사 교육자료 강독

3

3

3

3

3

3

3

3

3

3

3

3

   ※ 역사교육과와 사학과의 전공과정은 원칙적으로 통합운 되며 이수과목은 전공으로 상호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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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태 섭
동양사 (중국 사상사) 아시아 근세세계의 성립, 아시아 현대의 문화와 역사

동국대 사학 / 京都大 동양사학 / 京都大 문학박사

강 택 구
서양사 (서양사 교육론)

서양 고전봉건시대사, 서양근대이행기의 역사, 

서양 근현대사

동국대 국사교육 / Eastern Washington Univ. 서양사(서양사교육론) / 동국대 문학박사

한 철 호
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회의 이해, 국사교육론, 국사교육세미나 

고려대 사학 / 고려대 사학 / 한림대 문학박사

윤 선 태
한국사 (고대사) 한국 고대사회의 이해, 한국대외관계사, 한국사회경제사

서울대 국사학 / 서울대 국사학 / 서울대 문학박사

황 인 규
한국사 (중세사)

한국 중세사회의 이해, 국사교육자료강독, 

한국문화사상사

동국대 국사교육 / 동국대 사학 / 동국대 문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중등학교

역사교사

역사학개론

한국고대사회의 이해

한국중세사회의 이해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 근현대사회의 이해

서양 근대이행기의 역사

서양근현대사

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아시아현대의 문화와 역사

각국사교육자료강독

한국대외관계사

한국문화사상사

한국사회경제사

각국사교육론

각국사교육세미나

교육실습

교직

복수전공

권장

대학원진학

역사학개론

한국고대사회의 이해

한국중세사회의 이해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 근현대사회의 이해

서양 근대이행기의 역사

서양근현대사

아시아근세세계의성립

아시아현대의문화와역사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심화전공 선택

교육행정직 

& 

역사업무관련

공무원

역사학개론

한국고대사회의 이해

한국중세사회의 이해

동아시아고중세사

서양고전봉건시대사

한국 근현대사회의 이해

서양 근대이행기의 역사

서양근현대사

아시아 근세 세계의 성립

아시아 현대의 문화와 역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

조직관리론

행정철학

교육제도론

산업교육론

상담심리학

복수전공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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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HIE101 역사학개론 

        Introduction to Modern History

역사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사학의 개념․

사고 연구방법 및 사학이론의 발달 등을 중심

으로 역사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HIE151 역사교육자료탐구

Researching of Educational Documents 

& Information for History Education

역사와 역사교육에 있어서 기초적인 역사용어, 

왕실세계표, 연표, 역사사전, 상 및 인터넷 자

료 등 기본적인 역사자료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킨다. 나아가  역사교육에 중요한 자료를 선

정하되, 현행 중․고교의 교과서에 인용되고 있

는 기본적인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학습시킨다. 

즉 역사와 역사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인 

정사류, 문집류, 금석문류, 사지류, 지리지 및 

지도, 군지류, 지역사 및 향토사 자료(군지류),

야사 및 설화류, 유물․유적 및 문화재 등에 대

한 사적해제를 가르치고 사학사적인 흐름을 파

악시켜 역사교육에 있어서 심화학습을 유도하

도록 한다.

HIE 201 한국 고대 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Ancient

Society

우리나라의 원시사회로부터 고려 초까지의 시

대에 있어 문화의 형성의 흐름 및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강의하여 한국 고대 시기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HIE 202 국사 교육 자료 강독 

Readings in Sources of Korean History 

- Education

한국사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고 현행 

중․고등학교용 국사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역사사료문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빈번히 등

장하는 사료를 선정한다. 그런 후 한문원전자료

를 강독하고 번역된 사료들 가운데 가치 있는 

사료들을 접하게 하여 국사학도로서의 기본적

인 소양을 갖추고 예비 국사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중

심의 맹목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역사연구방법

을 체득케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인

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함양토록 한다.

HIE 203 서양 고전 봉건시대사 

Western History from Classic to Feudal 

Society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역사적 성립과 중세 

봉건사회의 성쇠과정을 강의함으로써, 서양 역

사의 2대 흐름인 휴머니즘적 전통 및 크리스트

교적 전통의 역사적 성립을 이해한다.

HIE 204 동아시아 고중세사 

Ancient-Medieval  History of East Asia 

한자문화를 공유한 동아시아세계의 문화와 역

사를 고찰한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이자 고

대 동아시아세계의 최대의 문명국인 중국 문화

의 특질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의 

각 왕조(진・한∼수・당)와 동아시아제국이 정

치, 문화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전

해 나갔으며 동아시아세계라는 공간적 질서를 

만들었는가를 탐구한다. 

HIE 251 한국 중세 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edieval

Society

고려 중기부터 조선중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체

계적으로 강의하여 한국 중세 시기의 사회생활

과 정신문화에 대하여 학습시킨다. 특히 고려 

중기 이후 고려 불교 귀족사회의 변동과 고려

후기  신진사류의 등장과 성리학의 유입에 따

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리고  조선

왕조의 건국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부

문의 제도화 정착과정, 숭유억불 시책에 따른 

생활문화의 변화과정, 성리학적 유교질서의 정

착에 따른 조선의 유교 선비사회의 실태 등을 

다양하게 인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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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 252 한국 대외관계사 

History of Korean-Foreign Relations

전근대 한국사에 있어서 대외관계사상 한국사

의 전개에 커다란 향을 끼친 사건을 중심으

로 고찰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는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그 사료의 성격과 문

제점을 파악한다. 대외 관계사의 이해를 통하여 

세계사상에 있어서 한국사의 위치와 특징이 무

엇인지 발견하도록 한다. 

HIE 253 서양 근대 이행기의 역사 

History  of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Late Middle and Early Modern 

European Age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그리고 절대주의 

시대를 개관함으로써 유럽 사회의 근대 이행과

정을 학습시킨다.

HIE 254 서양사 교육자료 강독 

Readings in Document of Western 

History-Education

유럽 고전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등 세계사 

교과서 내용 중 중요한 문 자료를 선별, 강독

함으로써 미래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

다.

HIE 255 아시아 근세 세계의 성립  

Making of Modern Asian-Society

전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사이에 ‘근세’를 설

정하는 시대구분론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그러

나 전통적인 시대사 강의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당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폭넓게 다루

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진정한 세계사 서술을 

모색한다. 근대 및 근대화 중심의 역사서술을 

지양함으로서 아시아 사회의 독자적인 ‘근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싶다.  

HIE 301 한국 근현대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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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병탐, 조선왕조 쇠락의 배경, 일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해방 이후 정치․사회 통일 운동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HIE 302 한국 문화 사상사 

Historical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 Thoughts

한국사에 있어서 토착신앙, 무속, 세시풍속, 민

속, 사찰문화, 서원문화 등 중요한 문화 콘텐츠

를 선정하여 교육시키고 한국역사에 있어서 정

신문화를 지배하 던 불교사상, 유교사상, 풍수

지리사상, 도참사상, 정감록 신앙, 미륵신앙 등 

중요 사상 및 신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심화학습을 유도한다. 특히 

국사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고유의 토착

신앙과 불교의 수용과 성리학의 수용에 따른 

한국의 생활문화의 변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살

펴본다.

HIE 303 역사교육특강 

Selected Topics on History Education

한국사의 중요 쟁점들을 선택하여 심층 분석하

여 이를 통해 시대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한

층 심화시키도록 한다. 

HIE 304 서양 근현대사 

Western History during Modern & 

Contemporary Age

시민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시대에 대한 강의

를 바탕으로 양차 대전 및 냉전체제의 성립 그

리고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세계사적 흐름을 

개관한다. 

HIE 305 서양사 교육 교재론 

Methodological Approach to Western 

History-Education

중등학교 세계사 교과 내용 중 유럽사에 관계

된 내용상의 중요 쟁점들을 시대적으로 선별하

여 집중 강의함으로써 서양사 교육에 대한 깊

이 있는 지식을 배양시킨다. 

HIE 306 아시아 현대의 문화와 역사 

History & Culture of Contemporary Asia

현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사회에 대해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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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아시아 제 민족 

문화의 상호 연관성과 독자성을 이해함으로서, 

종래 우리의 교육과정에 없었던 지역사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HIE 307 동아시아 문물교류사 

History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 the West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중국・일

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제국의 문물교류의 

시대별 특징과 실태, 그 내용을 살피고 문물의 

전파와 수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문화사적인 다양한 역사적 현상과 특질을 고찰

한다.  

HIE 308 역사교육현장탐구 

A Practical Approach History teaching

중등 역사 수업 설계의 개념, 교육 자료의 작성

과 수집, 학생 평가에 필요한 실제적 기술 분석 

및 바람직한 역사 교사상에 대한 논의 등을 포

함한다. 

HIE 351 국사교육론 

Methodological Approach to Korean 

History-Education

우리나라의 역사를 교육시켜야 될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교육방법론과 접목시

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나아가 그 이론

을 습득시키려 한다.

HIE 352 한국 사회경제사  

Socio-Economic History of Korea

한국사의 동태적인 파악을 위해서 우리나라 역

사를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사회경

제적 발전 과정을 세계사와 관련시켜 한국사의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다. 

HIE 353 국사 교육 세미나 

Seminar in Korean History-Education

한국사 교육에 필요한 특정부분의 사료를 취사

선택하여 이의 분석을 심화하며, 이를 통해 역

사교육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예컨대 토지

문서 노비문서 전답매매문서 호적문서 분재기 

등을 통해 그 시대적 상황 담고 있는 내용의 

구체적 검토 역사서술에의 반 도 등을 이해시

킨다. 

HIE 354 서양사 교육 세미나 

Seminar in Western History-Education

현재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검인정 세계

사 교과서와 기타 주요 교재들을 비교․분석함

으로써 각각의 교재들이 지니고 있는 내용상의 

문제점 및 그 시정방향을 논의한다.

HIE 355 아시아사 교육 세미나 

Seminar in Asian History-Education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요청되는 여러 가지 역

사학 관련 문제를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다. 그 때 그 때마다 시사성이 있는 문제를 선

정함으로서 교육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게 한다.

HIE 356 아시아사 교육자료 강독 

Readings in Document of Asian 

History-Education

아시아 지역 제 민족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

기 위한 기본적인 사료 및 자료를 강독한다. 종

래의 사료강독이 문헌의 독해력 제고에 중심이 

두어졌던 것과는 달리, 기본적인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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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지리학은 지표공간상에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인문현상 및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관계를 탐구

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성격을 겸비한 학

문으로서 지리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이론, 연

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야외답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

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교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21세기의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중

등학교 지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갖는다. 

1.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는다. 

  지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과정에서 인

문지리, 자연지리, 방법론의 세 분야로 크게 나

누어 고르게 습득한다. 

2. 전공 관련 교양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하여 

교사로서의 덕목을 갖추도록 한다. 

  전공이외에도 사회과(지리)교사로서 기본적

으로 갖추어야 할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지

구과학 등의 분야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한

다. 

3. 지리교과내용과 지리수업방법론을 균형 있

게 학습하도록 한다. 

  지리교사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중등학교 지

리교과내용을 분석, 이해하고, 지리수업방법론

을 통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지역지리 학습을 통해 지리적 지식과 지리

교육을 종합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리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지리 학습방법

을 숙달하여 일선교사로 나가서도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지리학습을 통해 지리적 지식

의 종합화와 향토애, 지역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5. 멀티미디어 지리수업교재 개발 및 활용법을 

각 과목에서 심도 있게 학습한다. 

  지리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매체

인 사진, 슬라이드, OHP, 실물화상기 등의 사

용방법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각종 

프레젠테이션 제작도구인 파워포인트, 등의 소

프트웨어 활용법을 익히고, 개별적으로 실제수

업에 최적인 수업교재 개발을 통해 보다 선진

화되고 효과적인 수업방법 창출을 도모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지리학 방법론으로서 GIS를 적극 활용하며, 

지리교육
Geography Education



2007 Course Catalog 

466

타 학문과의 연계 연구를 통해서 사회교육 및 

발전에 기여한다.
졸업 후 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리교사를 양성을 우

선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관련 직종으로 

진출함.

전공

학점

단수  54 학점 (전문27학점 포함)

복수  42 학점 (전문21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학점



지리교육

 467

■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

기

학수번

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GEO 101 자연지리 3 3 교직연계전공

2 GEO 151 인문지리 3 3 교직연계전공

2

1

GEO 201

GEO 202

GEO 203

GEO 204

GEO 205

세계인의 삶

삶과 문화

지리조사방법

구조지형학

도시지리

3

3

3

3

3

3

3

3

3

3

어강의

교직연계전공

2

GEO 251

GEO 252

GEO 253

GEO 254

GEO 255

기후지형학

동부아시아의 이해

한국지리

인구와 경제활동

과거경관의 이해

3

3

3

3

3

3

3

3

3

3

교직연계전공

전문

교육

과목

3, 4

1

GEO 301

GEO 302

GEO 303

GEO 304

GEO 401

GEO 402

지도의 이해

GIS

사진지리

경제지리

정치지리

사회공간읽기

3

3

3

3

3

3

3

3

3

3

3

3

교직연계전공

2

GEO 351

GEO 352

GEO 353

GEO 354

GEO 451

GEO 452

환경지리

세계화와 지역문제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지리사상사

기상과 기후

전통마을의 이해

3

3

3

3

3

3

3

3

3

3

3

3

교직연계전공

교직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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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주 환
지형학

구조지형학, 기후지형학, 지도의 이해, 사진지리, 

기상과 기후, 지리사상사

서울대 지리 / 서울대 지리 / 연세대 지질 이학박사

이 혜 은
역사지리 인문지리, 삶과 문화, 과거경관의 이해, 정치지리

이화여대 지리 / 이화여대 지리 / Michigan주립대 지리 철학박사

권 동 희
자연지리 자연지리, 지리조사방법, 환경지리, 한국지리, GIS

동국대 사회교육 / 동국대 지리 / 동국대 지리 문학박사

안 재 섭
도시지리

도시지리, 동부아시아의 이해, 전통마을의 이해, 

사회공간읽기,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동국대 지리교육 / 서울대 지리교육 / 서울대 지리교육 교육학박사

이 승 철

경제지리
인구와 경제활동, 경제지리, 세계인의 삶, 

세계화와 지역문제

동국대 지리교육 / Sussex대 지리 / Sussex대 지리학 Ph.D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교사, 
교수,
연구원

인문지리

인구와 경제활동
삶과 문화
도시지리
과거경관의 이해
동부아시아의 이해
한국지리
경제지리
전통마을의 이해
세계화와 지역문제
사회공간 읽기
세계인의 삶
지리사상사
정치지리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생활지도
지리교육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사, 
교수,
연구원

자연지리

지리조사법
구조지형항
기후지형학
지도의 이해
GIS
사진지리
환경지리
기상과 기후

교사, 
교수,
연구원

지리교육론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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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GEO101 자연지리 

Physical  Geography

자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후, 토양, 식생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자연지리학

의 기본개념과 구조를 이해시킨다. 

GEO151 인문지리 

Human Geography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이룩된 인문현상 즉 

경제, 거주 공간, 역사, 활동주체로서의 인구

집단 등의 지리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

여 이해시킨다. 

GEO201 세계인의 삶 

Life of World Citizen

세계 각 지역의 분포되어 있는 언어, 종교, 

민족, 관습 등의 제반 인간 활동 양식에 관하

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GEO202 삶과 문화 

Life and Culture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문화를 중

심으로 하여 문화지리학의 개념,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을 테마별로 고찰하며 사례지역

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다.

GEO203 지리조사방법 

Method of Geographical Survey

실내에서 배운 여러 지리 학습 내용을 야외

에 나가 실제 적용시켜보고 각종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습득한다. 

GEO204 구조지형학 

Structural  Geomorphology

구조지형학의 발달과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풍화지형, 빙하지형, 주빙하지형, 해안지형, 

구조지형 등으로 세분하여 이해한다. 

GEO205 도시지리 

Urban Geography

도시지리 내용과 수업방법론을 습득한다. 이

를 위해 도시의 개념, 기원과 발달, 형태, 내

부구조, 기능, 도시 세력권 등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GEO251 기후지형학 

Climatic Geomorphology

기후 지형의 발달과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기후 지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을 학습한다. 

GEO252 동부아시아의이해 

Understanding East Asian Regions

동부아시아 지리내용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

경을 통해 이해하고 국가별로 그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GEO253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한국지리내용과 그 수업방법론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연 지리적 특색과 인문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GEO254 인구와 경제활동 

Population and Economic Behavior

인구의 수량적 분포, 변화, 구성 등을 중심으

로 학습하며 자연, 사회 경제조건과 관련시

켜 인구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구지리내

용과 수업방법론을 학습하고, 국토 공간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리적인 

시각과 각종 입지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지역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GEO255 과거경관의 이해 

Understanding Past Landscape

과거경관에 대한 지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역

사지리학의 개념,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발

달사를 학습하고 실제지역을 통해 이론을 접

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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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301 지도의 이해 

Understanding Maps

지도의 발달사, 지형도 읽기, 주제도 제작법 

등을 통해 지도의 개념과 활용방안을 집중적

으로 연구한다. 

GEO302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최근 지리학 연구에 활발히 도입된 컴퓨터를 

이용한 지리정보의 수집, 분석 및 출력 방법

을 익히며 이를 위해 컴퓨터 실습을 위주로 

학습한다. 

GEO303 사진지리 

Photo Geography

정사진, 항공사진, 리모트센싱 자료 등 각종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상자료들을 판독하

여 지리학 연구 및 지리교육에 응용하는 방

법을 배운다. 

GEO304 경제지리 

Economic Geography

경제지리학의 사조, 경제지리학의 기초로서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 산업입지론, 지역개

발론 등을 학습한다. 

GEO401 정치지리 

Political  Geography

정치지리학의 본질, 개념 발달사를 학습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통해 정치현상이 공간상에

서 투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GEO402 사회공간읽기 

Reading Social Space

사회 공간적 현상을 지리적 안목을 통해 설

명하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지리적 접근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GEO351 환경지리 

Environmental  Geography

자연과 인간의 관련성을 지구생태학적인 측

면에서 이해하고 인간에 의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적 환경문제를 지리적으로 분석, 해결책

을 제시한다. 

GEO352 세계화와 지역문제 

Globalization and Regional Issue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인 문제를 지리적 안목으로 이해하고 그 대

안을 모색해본다. 

GEO353 지리교육공학 및 평가 

Technology and Evaluation in 

Geography Education

효율적인 지리교육 수업 방법을 교육 공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효율적인 지리교육 평가

를 위한 평가 원리와 평가 방법을 학습한다.

GEO354 지리사상사 

Geographical  Thoughts

지리학 발달에 향력이 큰 학자들의 지리관

을 중심으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지리 

사상을 학습한다.

GEO451 기상과 기후 

Weather and Climate

기상과 기후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기단, 기

후 환경, 전선, 기후 인자, 기후 요소 등의 다

양한 사례를 학습한다.

GEO452 전통마을의 이해 

Understanding Traditional Village

인간의 거주 공간 중 취락의 지리적 특징을 

자연,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

시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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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수학교육의 목표는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부

응하는 능력 있는 수학교사를 양성하는데 있

다. 구체적으로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목표

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 

및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수학

의 학문적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것

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숙지 및 창의적 개발 능력, 효과적

이고 다양한 수학교육방법의 수행 능력 및 응

용 능력, 효율적인 수학 교육 보조 자료의 활

용 능력, 그리고 교수․학습과 연계된 적절한 

평가 방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실행 능력과 

교육 심리학적 전문가로서 학생 지도에 실질적

이고 유용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

육자로서의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훌륭한 중등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대 사회는 정보화시대이며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주는 수학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학생들에게 산술적 계산의 문제 뿐 아니라 수

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수학학습과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신념 등을 교육하는 수학

교사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수학교육과를 졸업하면 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교수, 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원, 

금융보험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전공

학점

단수 54 학점 (전문 27학점 포함)

복수 42 학점 (전문 21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혹은 8 학점

수학교육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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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MAE 101 대수 및 기하 3 3

2 MAE 151 논리와 집합 3 3

2

1

MAE 201

MAE 202

MAE 203

MAE 204

해석학 교육의 기초

수의 체계와 구조

이산수학

선형대수 교육

3

3

3

3

3

3

3

3

2

MAE 251

MAE 252

MAE 253

MAE 254

해석학 교육연구

응용수학 방법론

응용대수 교육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하탐구

3

3

3

3

3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MAE 301

MAE 302

MAE 303

MAE 304

MAE 305

MAE 401

MAE 402

MAE 403

수학교육통계

복소함수론Ⅰ

대수학Ⅰ

위상공간Ⅰ

수학교육 과정

수학교육 세미나

컴퓨터를 이용한 미분기하

수학기초론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사이버강의

2

MAE 351

MAE 352

MAE 353

MAE 354

MAE 451

MAE 452

대수학Ⅱ

위상공간Ⅱ

수학교육 자료분석

복소함수론Ⅱ

수학교육사

수학적 문제해결론

3

3

3

3

3

3

3

3

3

3

3

3 사이버강의

   ※ 수학교육과와 수학과의 전공과정은 원칙적으로 통합운 되며 이수과목은 전공으로 상호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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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용 기

해석학 / 수학교육사 복소함수론 / 수학교육세미나

공주사대 수학 / 연세대 수학 / 동국대 수학 이학박사

유 시 규

기하학 / 수학교육공학 위상공간 / 컴퓨터를 이용한 미분기하

동국대 수학교육 / 동국대 수학 / 교토대 수리학 공학박사

안 선 신

대수학 / 수학교육철학 선형대수교육 / 대수학

동국대 수학교육 / 연세대 수학 / 연세대 수학 이학박사

이 중 권

수학교육학 / 수학교육과정 수학기초론 / 수학교육론 

고려대 수학교육 / Georgia대 수학교육 / Georgia대 수학교육 교육학박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수학교사

이산수학

해석학 교육의 기호

선형대수 교육

응용대수 교육

해석학 교육 연구

수학교육통계

수학교육과정

수학교육 세미나

수학기초론

수학교육사

수학교육 자료분석

대수학Ⅰ

위상공간Ⅰ

복소함수론Ⅰ

수학기초이론

매스매티카 및 실습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금융보험업

소프트웨어를 이용

한 기하탐구

수의 체계와 구조

대수 및 기하

응용수학 방법론

컴퓨터를 이용한 미분기하

수학적 문제해결론

수학기초론

수학교육 통계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그래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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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MAE101 대수 및 기하

Algebra and Geometry

현대문학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향수에 필

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학의 본질과 

기능, 시․소설․희곡 등 주요 문학 장르의 

특징, 문학의 해석과 평가 등 문학 일반에 관

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MAE151 논리와 집합

Set Theory

명제의 기본형식을 도입하고 집합의 개념, 

포함관계와 그 연산을 다루고 집합의 대등한 

관계를 정의함으로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성질과 기수의 개념과 기수의 부등식, 그리

고 기수의 덧셈과 곱셈 및 기수의 지수법칙

과 연속체의 가설을 배운다. 선택공리로 시

작하여 극대원리, Zorn의 보조정리 초한 귀납

법을 다룬다.

MAE201 해석학 교육의 기초

Foundation of Analysis Education

중․고등학교의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예비

강좌의 하나이다. 미분적분학을 바탕으로, 집

합의 성질, 수의 체계 분류, 실수의 성질, 극

한 개념과 연속성에 대한 규명을 하여 해석

학의 기초이론을 다진 후, 이들 내용과 중 ․

고등학교 수학교과내용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다.

MAE202  수의 체계와 구조

Number Theory

Division Algorithm과 Euclidean algorithm을 시

작으로. Congruence, Fermat 정리, Euler 

phi-function, Euler 정리, Primitive Roots, 

Indices, Quadratic Peciprocity Law 등에 대하

여 학습한다.

MAE203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순열, 조합, 그래프이론, 생성함수, 게임이론, 

선형계획법, 수치해석 등의 이산수학적 주제

를 다루면서 수학적 발견술의 방법을 익혀 

이산수학의 교수학적 효과와 의미를 이해한

다.

MAE204  선형대수교육

Linear Algebra Education

이 과목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론 중 특히 

선형인 수학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로 다루는

데 그 내용은 선형방정식과 행렬론, 실벡터

공간론, 내적공간론, 선형변환론, 고유치와 고

유치 벡터 등 기초 선형수학 교과 내용을 공

부한 후 이 선형수학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수학교육적 해결 과정을 문제해결의 본질, 

문제의 포즈, 문제 해결의 과정, 발견전략의 

본질, 문제해결의 지도에 입각하여 그 문제

를 해결, 처리 해 가는 수학 교육적 방법론을 

공부한다.

MAE251  해석학 교육연구

Analysis Education

해석학의 기초를 이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함수이론, 적분이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극한과 수렴에 대한 제반 개념을 고찰하고, 

이들과 고등학교 수학교과내용과 연계된 부

분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한다.

MAE252  응용수학방법론  

Method of Applied Mathematics

대학 4학년 과정의 응용해석학 토픽을 다루

는 교과로써 미분적분학, 해석학, 복소해석학

을 이수한 학생이 물리학, 고급통계학, 전산

학 등에서 다루는 응용수학의 중요한 고급이

론을 공부하게 된다. 여기서는 선형대수학을 

선수과목으로 공부한 것을 전제로 하여 선형

계획법, 비선형계획법의 기초이론도 습득하

게 하며 앞에서 논한 각 분야의 응용수학 모

델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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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253 응용대수 교육  

Applied Algebra Education

이 과목에서는 실생활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종류의 응용수학적 모형 가운데 특히 선형인 

수학적 모형을 공부하는데 그 내용은 선행계

획법의 기초, 2차 형식, 그래프론, 최소자승

법, 선형경제모형, 확률과정기초론, 선형대수

의 수치적 문제 해법을 다루고, 그러한 유형

의 문제에 대한 모델링과 문제 해결을 위하

여 그 처리과정을 모델링과 실세계, 조직적

인 사고 모델설정, 모델의 타당도 및 종합평

가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 처리 해 가는 수

학교육적 방법을 공부한다.

MAE254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하탐구  

Geometric Exploration with Software

종래의 학교수학은 우선 결론이 있으며 그것

을 학습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

것에 대하여 목공형 도구를 이용한 수학에서

는 스스로 실험하며 도형을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를 발견하고, 증명을 생각하여 

간다.  이러한 "수학을 한다"는 장면을 조금

이라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

므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종래의 

기하교육에서 다룰 수 없었던 도형 등의 전

반적인 성질과 관계를 조사한다.

MAE301  수학교육통계  

Statistics Education

확률변수, 분포함수, 큰 수의 법칙, 중심극한 

정리, 다변량분포함수, 추2정론, 가설검정론 

등 기초통계학을 공부한 후 정규분포 모집단

의 표본추출, 실험자료의 분석, 비모수 검정

법, 회귀와 상관분석, 중상관계수, 편상관계수

검정법, 실험계획법의 기초 및 분산분석법 

등 수학교육자료의 통계적 모델화 과정을 학

습한다.

MAE302  복소함수론Ⅰ 

Complex Variables Ⅰ

복소수의 성질과 기하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복소함수의 이론적 배경이나 정리들을 체계

화하고, 응용부분도 다룬다. 아울러 고교수학

에서 다루는 복소수와의 연계성도 알아본다.

MAE303  대수학Ⅰ  

Algebra Ⅰ

군에 관한 정의를 배우고, 군과 군위에서의 

정의된 준동형사상, 동형사상에 대하여 공부

한다. Sylow 정리, 자유가환군, 자유군에 대

하여 학습한다. 

MAE304  위상공간Ⅰ  

Topological  space Ⅰ

중등학교 수학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

로, 집합에도 대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어서 관계와 그의 시각화, 실수의 정체, 실

수의 연속성 등을 다루며, 가깝다와 멀다라

고 하는 뜻이 성립할 수 있는 보다 추상화된 

근접성의 개념인, 점의 개성을 고찰하는 방

법, 위상공간. 그 외에 여려 가지 개념 및 거

리공간, 거리공간의 일반화 및 추상화 등을 

소개한다.

MAE305  수학교육과정  

Mathematics Curriculum

제6차 및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 ․ 고등학

교 전체 수학교과서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와 

문제점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교수

법을 생각해 본다. 한국 수학교육과정과 외

국수학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고 NCTM 

Standards에서 제시한 수학교육과정 규준을 

이해한다. 

MAE351 대수학Ⅱ  

Algebra Ⅱ

환은 연산이 덧셈, 곱셈의 두 연산위에 정의

되며, 환의 연산 중에 곱셈연산에 조건을 하

나씩 첨부시켜 가환군, 체 등을 정의하고 그 

성질들을 살펴본다. 또 Galois이론에 대하여 

공부한다. 

MAE352  위상공간Ⅱ  

Topological  space Ⅱ

일반적으로 한 위상공간 위에서 점열의 수렴

성만을 가지고 어느 한 점에 가깝게 접근한

다는 것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 이에 수

렴의 개념으로 네트와 필터가 필요로 한다. 

또한 한 집합 위에 도입된 위상을 이용하여 



2007 Course Catalog 

476

부분집합들 사이의 분리된 정도를 나타내는 

분리공리를 취급하며, 실직선 위에서 구간들

이 갖는 기본 성질을 추상화하여 연결성의 

개념 등을 취급한다.

MAE353 수학교육자료분석  

Analysis of Mathematics Education 

Materials

수학교육통계 자료의 분석과 통계실습을 위

한 과목이다. 다루는 내용은 기초통계학, 응

용통계학, 수학교육통계 자료분석을 위한 자

료수집 및 분석 또 나아가서는 교육평가에 

요하는 수학교육 방법론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MAE354  복소함수론Ⅱ 

Complex Variables Ⅱ

복소함수론Ⅰ을 이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

소변수함수에 대한 제반이론과 복소적분법, 

복소적분을 이용한 실적분의 계산, 응용도 다

룬다. 아울러 복소수, 복소평면, 복소수와 평

면 벡터의 기하적인 해석 등을 고교수학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한다. 

MAE401  수학교육세미나  

Mathematics Education Seminar

수학교육의 목적과 내용, 수학교육의 실제,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방향, 수학교육의 세계

적인 동향과 교육과정, 수학 학습-지도의 방

법 등을 다룬다.

MAE402  컴퓨터를 이용한 미분기하  

Differential Geometry Using Computer 

우선, 평면 혹은 공간

위에서 곡선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것들

을 어떻게 해석적으로 연구할 것인가를 검토

한다. 또한 역으로 평면 혹은 공간 위에서 곡

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즉 곡선의 기

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곡선이 어떤 

방법으로 구부러지는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

을 배운다. 또한 곡면의 정의와 곡면을 형성

하는 몇 가지 표준적인 방법에서 시작하여, 

좌표조각사상, 미분가능함수와 곡면의 기본

형식, 곡면에 대한 미분형식, 곡면의 사상 형

식의 적분, 곡면의 위상적인 성질 등을 조사

한다. 

MAE403  수학기초론  

Foundation of Mathematics

중ㆍ고등학교의 수학교육 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수학의 역사적 사실을 수학교육학적 견

지에서 재구성하여 연대별 주제별로 분석하

고 연구하여 중ㆍ고등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길러주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수학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 준다. 이론적 접근법인 교육과정의 발생학

적 방법을 체계화해본다.

MAE451  수학교육사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고대수학, 중세수학, 인문주의 교육시대, 실재

주의 교육발전, 18세기 및 19세기의 전반의 

수학교육, 19세기 후반의 수학교육의 정체시

대, 20세기의 수학교육사에 관하여 다룬다.

MAE452  수학적 문제해결론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수학적인 사고의 육성, 수학적인 사고의 구체

적인 내용의 명확화, 수학적인 사고를 기르는 

지도법, 수학적 사고의 가치를 이해하게 함, 

수학적 사고, 태도의 육성, 수학과목에 대한 

불안심리불식, 수학적 사고의 종류와 여러 학

자들의 견해, 수학적인 생각의 구조화, 발문

분석과 실험수업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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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가정교육과는 인간과 가정의  생활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생활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중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교사 및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사를 양성한다.  또한  

아동· 가족, 의류학,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

리와 소비자 분야의 전문인으로 활동할 사

회지도자를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에 따른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의 경제활

동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으로 전반

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와 평생직업의 불안

정으로 인한 가계경제문제 등  가족의 안정

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주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할 수 있는 능력

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

도록 가정교육학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과 가

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미래 생활을 주도하기 위한 문

제 해결력, 창의력, 자주적 생활 능력 등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정학을 배경학문으로 한 가정교과의 최

근 학문적 변화는  과거 가정학의 전문 

역이었던 가족․아동, 의생활, 식생활, 주생

활, 가정관리 및 소비자의 역별 교육보다

는 각 역을 통합하여 실천적으로 생활역

량을 키울 수 있는 통합적 접근으로 변화하

고 있다. 

  가정교육 전공과정 이수를 통해  초․중 

고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교사로서  

핵심적 교과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졸업 후 진로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은 명성여중․고 등 

30여개 중고교 교사로, 동국대학교 등 여러 대

학의 교수 및 시간강사로, 가족상담사, 가족생

활교육사, 아동발달전문가, 소비자상담사, 패션

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의류

기사, 조리사 등 전문가로서 기업, 연구소 등 

사회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가정교육
Home Econom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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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HOM 101

HOM 102

가정학의 탐색

기초 양학

1 

3

1

3 연계전공

2 HOM 151 패션디자인 3 3

2

1

HOM 201

HOM 202

HOM 203

HOM 204

가계경제학

한국조리

의복구성실습

가족학

3

2

3

3

3

1

1

3

2

3

연계전공

2

HOM 251

HOM 252

HOM 253

HOM 254

소비자 의사결정

조리과학

의복재료학

아동발달심리와 교육

3

3

3

3

3

3

3

3

연계전공

전문

교육

과목

3, 4

1

HOM 301

HOM 302

HOM 303

HOM 304

HOM 305

HOM 405

HOM 307

HOM 308

의복환경과 관리

식사요법 및 양교육

결혼과 가족관계

생활설계와 직업

주거학

소비자 상담 및 실습

Junior Seminar

Mentor Program

3

3

3

3

3

3

1

1

3

3

3

3

3

2

1

1

2 연계전공

계절 HOM 305 가정학현장학습교육 1 2 연계전공

2

HOM 351

HOM 352

HOM 353

HOM 354

HOM 452

HOM 453

HOM 454

HOM 401

외국조리

복식문화사

가정자원관리 및 실습

부모교육론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주거 및 실내디자인 교육

소비자 교육과 정책

가족 양교육

2

3

3

3

3

3

3

2

1

3

1

3

3

1

3

2

2

3

3

연계전공

연계전공

전공

학점

단수   54학점 (전문 27학점포함)

복수   42학점 (전문 21학점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6 혹은 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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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박 명 희

소비자학
가정학의 탐색, 가계경제학, 소비자 의사결정, 생활설계와 직업, 

소비자 상담 및 실습, 가정자원관리 및 실습, 소비자 교육과 정책

서울대 가정교육 / 서울대 가정 / 고려대 이학박사

신 혜 원

의류학
패션디자인, 의복구성실습, 의복재료학, 의복환경과 관리, 

복식문화사

서울대 의류 / 서울대 의류 / 서울대 의류 이학박사

이 심 열

식품 양학
기초 양학, 한국조리, 조리과학, 식사요법 및 양교육, 

가족 양교육, 외국조리

서울대 식품 양 / U.C Berkely 식품 양 / 서울대 식품 양 이학박사

전 미 경

아동․가족학
가족학, 아동발달심리와 교육, 결혼과 가족관계, 부모교육론,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동국대 가정교육 / 동국대 가정 / 동국대 가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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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교사

가정학의 탐색

기초 양학

패션디자인

가계경제학

한국조리

의복구성실습

가족학

소비자 의사결정

조리과학

의복재료학

아동발달심리와 교육

의복환경과 관리

식사요법 및 양교육

결혼과 가족관계

생활설계와 직업

가족 양교육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소비자 상담 및 실습

가정학현장학습교육

외국조리

복식문화사

가정관리학 및 실습

부모교육론

주거학

주거 및 실내디자인 교육

소비자 교육과 정책

소비자  

상담(업무)

전문가

소비자 의사결정

가계경제학

생활설계와 직업

소비자 상담 및 실습

소비자와 시장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소비자 

전문상담사

패션디자이너

패션머천다이저

패션디자인

의복구성실습

의복재료학

의복환경과 관리

복식문화사

색체와 디자인

드로잉

경 학원론

마케팅원론

패션디자인/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의류기사

조리기능사

푸드코디네이터

기초 양학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식생활과 건강 조리기능사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학

아동발달심리와 교육

결혼과 가족관계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부모교육론

    * 기타로 대학원 진학하여 교수로 진출하거나 건강 가정사 등의 진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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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HOM 101 가정학의 탐색 

Exploratory Study on Home Economics

본 과정은 종합·응용·실천·규범 학문인 가정학

의 학문적 특색과 역소개, 진출분야, 전공적

성 등에 대해 탐색한다. 

    

HOM 102 기초 양학 

Basic Nutrition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건강한 생

화를 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양소의 종류

와 성질, 그리고 인체 내에서의 대사작용을 연

구하여 식생활에 활용토록 한다. 

    

HOM 151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패션디자인에 필요한 이론을 위주로 한 과목

이다. 패션디자인의 목표와 복식과 사회 환경

과의 관계를 통하여 패션디자인의 본질을 이

해한 후, 복식의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요소의 활용방법인 디자인 원

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복식

의 유행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여 유행

과 디자인과의 관계도 이해하도록 한다. 

    

HOM 201 가계 경제학 

Family Economics

가계 경제학은 가계가 생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의

사결정 행동과 관련된 일반법칙, 원리를 배우

는 학문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가계의 경제구조와 역할, 가계의 소비

생활 양식에 향을 미치므로 본 강좌에서는 

가계의 주요활동 즉, 소득의 획득과 소비·지

출·배분 그리고 구매활동에 관한 미시적 기초

이론과 국민경제와 가계의 관계에 대한 거시

적 기초이론을 학습하게 된다. 

    

HOM 202 한국조리 

Korean Food Preparation

한국 음식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조리에 쓰이

는 식품재료의 종류, 성질을 연구하고 실습을 

통하여 우리나라 음식의 조리법을 익힌다. 

HOM 203 의복구성실습 

Clothing Construction

의복구성설계의 기본원리와 응용법을 다루는 

과목으로 치수 설정과 의복원형의 설계원리, 

원형의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옷의 종류

와 디자인에 따라 재질의 특성과 디자인 원리

에 적합한 옷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HOM 204 가족학 

Introduction to Family Science

가족의 기원, 제도, 기능 등에 관해 기초이론을 

토대로 학습하며, 현대가족의 특성 및 과제 등

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 가족의 특성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HOM 251 소비자 의사결정 

Consumer Decision Making

소비자의사결정교육론은 소비자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규칙과 원리를 이해하

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 

정보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 행동에 향을 미

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학문

이다. 따라서 강좌의 내용으로 소비자 정보의 

원천·획득·평가, 소비자행동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소비자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별 내용에 대해 다루게 된다. 

    

HOM 252 조리과학 

Science of Food Preparation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양적인 변화와 물성의 변화를 학습하고 그

의 원리를 연구하여 조리계획에서 조리조작까

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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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 253 의복재료학 

Textile Fibers

우리의 생활은 섬유와 접한 관계에 있으므

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섬유와 섬유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생활을 합리적

으로 위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

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의복재료에 관한 과학

적 이론을 바탕으로 섬유의 종류, 형태, 구조, 

성질을 학습하고, 실 및 옷감에 관한 내용과 염

색 및 가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HOM 254 아동발달심리와 교육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아동연구의 의의·역사·연구방법 등을 고찰하

는 한편, 태내기에서 아동기까지의 신체적, 인

지적, 사회화적 발달에 대하여 기본이론을 다

루며 각 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양육법

에 대해 탐색한다. 

    

HOM 301 의복환경과 관리 

Clothing Comfort  & Management

의복은 인체와 환경사이에 개재하는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환경이므로, 환경으로서

의 의복과 그것을 착용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규명, 인간을 주체로 하는 의생활을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 분야를 학습한다. 또한 섬유

제품의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

초가 되는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섬유제품

의 품질이 적절히 관리되고 소비생활을 건전

하게 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

이 있다. 

    

HOM 302 식사요법 및 양교육

Diet Therapy

인체에 있어서 각종 질병의 종류와 원인 증세

를 학습하고, 이들 질병의 병태생리 및 이를 치

유하는데 필요한 양관리를 연구하여 식생활

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HOM 303 결혼과 가족관계 

Marriage & Family Relationships

결혼의 의의 및 그 성립과정을 살피고 결혼 후

의 인간관계(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고부, 

친족간 등), 가정법률 등에 관해 학습한다. 또

한 현대가족이 당면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

처 방법 등을 모색한다. 

    

HOM 304 생활설계와 직업 

Life plan & Vocational Education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

신이 기대하는 생활양식을 노후까지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까? 자신의 직업생활에서 벌은 돈을 어떻

게 관리하면 평생 일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

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추구

하게 된다. 본 교과는 이러한 현대인의 삶에 있

어서 직업의 선택과 이의 유지 그리고 자신의 

생애설계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를 다루는 교과이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

의 생활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천방법을 공부

하게 된다.

    

HOM 305 주거학 

Housing

가족의 1차적 외부환경 요소인 주거환경과 인

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생활의 중요요소로

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심미적 환경 등

에 대하여 학습한다. 

   

HOM 306 가정학 현장학습 교육 

Home Economics Internship

본 교과는 가정학과 관련된 각 역(소비자, 식

품 양, 아동가족, 의류학)의 직업현장에 실습

을 통하여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 경험하는

데 있다. 본 형장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 

    

HOM 351 외국조리 

Foreign Food Preparation

외국의 여러 나라 식생활을 공부하고 실습을 

통하여 조리법을 익혀서 외국의 식생활 중에

서 도입할 만한 것을 택하여 우리의 식생활의 

합리적인 발전을 모색한다. 



가정교육

 483

HOM 352 복식문화사 

History of Costume

세계사 및 동양사적 시대구분에 따라 복식의 

발달사를 학습하며, 각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과의 관계를 연계하여 복식의 변

천요인을 분석 연구한다.

     

HOM 353 가정자원관리 및 실습

Family Resource Management

가정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간, 

금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학습한다. 가족유형에 따른 가정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여러 가지 문제형태, 향

을 파악하여 가정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

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HOM 354 부모교육론 

Parent Education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의의와 그 역할, 그리고 

부모교육의 전략을 살핌으로써 부모됨과 효율

적인 부모노릇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HOM 401 가족 양교육 

Nutrition of Life Cycle

인간의 Life Cycle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생

리적 특성과 양대사를 학습하고 양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

기 위한 양관리법을 연구한다. 

       

HOM 405 소비자상담 및 실습 

Consumer Service & Practice

소비자 상담은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따

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과 기술을 습득시키고자 계획된 강좌이다. 소

비자 전문상담사 자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과이기도 하며, 소비자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 전문가

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다. 

      

HOM 452 아동가족상담 및 복지 

Counsel and Welfare of Child & Family

현대 사회에서 복지 및 상담이 중요하게 대두

된 배경을 고찰하고, 다양한 아동․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아동가족상담 및 복

지정책에 관해 학습한다.

     

HOM 453 주거 및 실내디자인 교육 

Housing Design & Practice

주거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주거를 실제로 계획하여 봄

으로써 이론의 실생활 적용을 모색한다.

     

HOM 454 소비자 교육과 정책 

Consumer Education & Policy

소비자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시대의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에 

따른 소비자 문제의 이해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에 관해 공부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가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살

아갈 수 있는 소비자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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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학문(기초)

  체육교육과는 체육교육의 교과 교육학 및 교

과 내용학에 따른 기초 체육학과 응용 체육학

에 관한 교수-학습은 물론 운동기능의 실습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자적인 인성과 소

양을 겸비한 중등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수행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중등 체육교과의 학습지도 역별 학습(운

동기능과 이론의 통합지도력)

 ② 중등 체육교과의 연계체제 강화를 위      

한 실천적 체험학습

 ③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에의 응용프로그램 참

여 및 현장 학습

 ④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봉사(초∙중등학교 

스포츠센터 및 체육시설, 레저타운, 계절

운동 등)

 ⑤ 각종 체육관련 자격인증 참여(예: 생활체

육지도자 자격, 각종 단체인증 자격)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체육교육은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 민주시민

의 소양과 사회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

인의 종합적성 발달에 목표를 두고 문제해결학

습, 학생중심 교과과정, 동기유발자로서의 교

사, 자기평가 등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인간 

움직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철학

적,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관점의 접근방식과 

운동기능의 과학적 지도방식에 관심을 가져왔

다.

  한편 오늘날 사회는 체육교육을 평생교육과 

예방의학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부

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교육이 인간 삶의 질

적 향상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학

문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유능한 체육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

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

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는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학교체

육 교사 이외 헬스클럽 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

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경 ․마케팅 

체육교육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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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스포츠 의료분야, 건강생활 분야, 레저스

포츠 분야, 프로스포츠 분야, 체육실기지도 분

야, 스포츠 매스미디어 분야 등에 간접적인 진

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전공

학점

단수  54 학점 (전문27학점 포함)

복수  42 학점 (전문21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시험

외국어패스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9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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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

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PHE 101 육상지도법 2 1 2

2 PHE 151 체조지도법 2 1 2

2

1

PHE 201

PHE 202

PHE 203

PHE 204

PHE 205

PHE 206

PHE 207

PHE 208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안전교육론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축구지도법

태권도지도법

수 지도법

댄스스포츠지도법

3

3

3

2

1

1

1

1

3

3

3

1 2

2

2

2

2

2

PHE 251

PHE 252

PHE 253

PHE 254

PHE 255

PHE 256

PHE 257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경기론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배구지도법

유도지도법

레크리에이션지도법

3

3

3

2

1

1

2

3

3

3

1 2

2

2

2

전문

교육

과목

3, 4

1

PHE 301

PHE 302

PHE 303

PHE 304

PHE 305

PHE 306

PHE 307

PHE 401

PHE 402

운동처방

생체역학

운동학습이론

체력육성법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핸드볼지도법

테니스지도법

체육관리론

골프지도법

3

3

3

3

2

1

1

3

1

3

3

3

3

1

3

2

2

2

2

2

PHE 351

PHE 352

PHE 353

PHE 354

PHE 355

PHE 356

PHE 451

PHE 452

스포츠사회학

코우치론

체육교육연구법

체육측정평가

동계스포츠지도법

농구지도법

건강교육론

실기종합지도법

3

3

3

3

1

1

3

1

3

3

3

3

3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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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조  석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 생체역학, 운동처방, 골프지도법, 건강교육론

공주사대 체육 / 서울대 체육 / 한양대 체육 이학박사

임    식

운동심리학
체육교육입문, 운동심리학, 체육교육연구법, 운동학습이론, 

실기종합지도법

동국대 체육교육 / 동국대 체육 / 명지대 체육 이학박사

채 환 국

트레이닝
안전교육론, 체력육성법, 테니스지도법, 코우치론, 

동계스포츠지도법, 체육측정평가

동국대 체육교육 / 동국대 체육 / 명지대 체육 체육학박사

손 재 현

무용교육
댄스스포츠지도법,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레크리에이션지도법

한양대 무용 / 한양대 무용 / 한양대 무용 이학박사

채 재 성

스포츠사회학

체육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스포츠경기론,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남대 체육교육 / 서울대 체육교육 / 서울대 체육교육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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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중등학교

 교사

육상지도법, 체조지도법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배구지도법, 농구지도법

핸드볼지도법, 축구지도법

태권도지도법, 유도지도법

수 지도법,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체력육성법

건강교육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테니스지도법, 스포츠경기론

안전교육론, 체육측정평가

체육관리론, 체육교육연구법

실기종합지도법, 골프지도법

레크리에이션지도법, 코우치론

동계스포츠지도법

댄스스포츠지도법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체육교육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교육행정 및 교육경

교육실습

대학원 진학 및 

학문연구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안전교육론, 체력육성법

코우치론,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체육관리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체육교육연구법, 스포츠경기론

레크리에이션지도법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체육관련 

정책부서

 및

 단체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체력육성법,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안전교육론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각종 지도자 및 

강사, 

선수활동

체육교육입문, 체육문화사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체육관리론

육상지도법, 체조지도법

체력육성법,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론, 운동처방

운동학습이론, 안전교육론

스포츠경기론

레크리에이션지도법

코우치론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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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PHE 101 육상지도법 

Track and Field Teaching Method 

육상경기에 관한 제 이론 및 기능을 학습하

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원리와 교수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함으로써 중등학교 체육교과의  

목표와 학습 지도력을 성취토록 하며, 국제  

적 동향과 정보화, 교육적 기능에의 적극적  

인 인식을 유인토록 한다. 

PHE 151 체조지도법 

Gymnastics Teaching Method 

체조의 유래와 의의, 효과 등을 이해하고, 체

조 역 전반에 대한 지도기술의 습득은 물

론, 맨손체조와 기구체조 및 기계체조의 원

리와 기능을 학습한다. 또한 체조에 대한  이

론과 기능의 습득을 통하여 사회적응 및 교

직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인간화 및 정보화, 세

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 바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PHE 201 체육교육입문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의 본질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체

육원리의 기초지식과 총괄적 개요를 연구하

고, 체육교육에서의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

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 기초를 제공

함으로써 체육교과 수행 능력을 함양한다. 

PHE 202 체육문화사 

Cultural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체육의 국내외적 변천과정과 국내외의 체육  

사조를 체계 있는 정보자료를 통하여 연구 

고  찰하고, 현대체육교육의 미래지향적 발

전을  위한 사적배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

간생활  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케 한다.

PHE 203 안전교육론 

Theory of Safety Education

신체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각종 사고 및 손

상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예방, 그리고 처

치능력을 지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 있는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인간 

생활에서의 안전과 교과지도력을 도모하는 

데 있다.

PHE 204 생활체육과 현장학습 

Sports for all  and Field Learning

각종 생활체육 종목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는 물론 실제 현장 탐방과 학습을 통한 생활

체육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사회적 변화 적응

과 학교체육의 생활현장 정보화를 통한 중등

학교 교직능력을 함양한다. 

PHE 205 축구지도법

Soccer Teaching Method

축구경기의 발달과정과 경기규칙을 익히고 

기초기술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중등 체육  

교과의 지도력을 함양한다. 

PHE 206 태권도지도법  

Taekwondo Teaching Method 

태권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본동작과 기본  

형을 익혀 실제에서의 응용능력을 함양하여  

기초지도기술을 숙련하여 세계적 변화추세   

에 적응케 함은 물론 정보화를 통한 사회적  

인격도야와 교과학습 지도력을 겸비케 한    

다.

PHE 207 수 지도법 

SWimming Teaching Method

수 에 관한 기초지식과 동작을 이해하고    

그 숙련과 응용을 통하여 중등학교 교과 학

습 수행력을 함양한다. 

PHE 208 댄스스포츠지도법 

Dance Sports Teaching Method

신체의 구성동작과 율동을 통하여 정서적    

육체적 건강 및 생활 스포츠의 기능과 함께 

중등학교에서의 변화된 프로그램 적응 지도

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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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 251 운동생리학 

Physiology of Exercise

인체의 골격, 근육, 신경, 순환, 배설, 소화,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이해하고, 신체운동에 

있어서의 생리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와 새

로운 정보 및 적용을 통한 운동의 과학적 실

천과 교과 지도력을 함양케 한다.

PHE 252 운동심리학 

Psychology of Exercise

인간운동수행에서의 상황적 조건에 따른 심

리적 관련 요인과 기초를 이해하고, 신체운

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운동 지각에서부

터 운동발달, 운동 및 경기심리, 건강심리 등

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여 중등 체육교과 지

도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PHE 253 스포츠경기론  

Theory of Sports and Athletics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경기장 및 경기 

운 에 관한 실제를 이해함으로써 현장적응 

및 교과지도와 경기 수행력을 배양한다.

  
PHE 254 평생체육과 야외활동

Lifelong Physical  Education and 

Outdoor Activities

현대사회의 건강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예방의학적 활동에 대한 지도력을 겸비하고, 

야외활동 프로그램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중등학교에서의 평생체육 학습지도력을 함양

한다.

PHE 255 배구지도법 

Volley Ball  Teaching Method

배구경기의 기초이론과 기술, 규칙 그리고 경

기운 에 대한 지도력은 함양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인식과 국제적 경향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며, 각종 자료 및 개발경향을 실제화 

하여 인간생활 정보화 및 중등체육 지도 역

으로서의 효율적인 적응에 기여토록 한다

PHE 256 유도지도법   

Judo Teaching Method 

유도의 기초이론과 기술 숙련을 통하여 사회

적 적응력과 중등체육에 대한 지도력을 함양

하며 국제적 기술 개발과 정보 유입, 그리고 

인간 생활에 대한 적응력의 가치를 부여케 

한다. 

PHE 257 레크리에이션지도법

Recreation Teaching Method

현대생활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

간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의 중

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화된 각종활동의 프

로그램을 경험케 하여 변화하는 사회적응력

과 중등학교 실기교과의 창조적인 지도력    

개발을 유인토록 한다.

PHE 301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운동수행의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운동기능향

상을 위한 처방 및 합리적 운동 요법을 연구

하여 예방의학 및 운동생활에 대한 중등학교 

교과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PHE 302 생체역학  

Biomechanics 

신체운동에 대한 역학적 분석과 이론을 이   

해하고 운동 실제에 있어서의 효율적 적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법을 학습함에 있

어서 국제적 이론과 정보체제를 이용하여 적

극적 연구를 함으로써 중등학교 교과 수행력

을 신장시킨다. 

PHE 303 운동학습이론

Theory of Motor Learning 

인체운동에서의 정보처리과정에 따른 제반 

학습이론을 탐구하여 운동기능 수행과 운동

능력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중등학교 

교과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PHE 304 체력육성법 

Training Method 

생리학적, 기능학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 체력육성 프로그램의  

작성 및 지도방법을 함양하며, 또한 경기상

황 및 체력과 기술향상에 대한 현장적응력   

을 육성하여 중등학교 교과학습 지도력을 함

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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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 305 학교체육과 체험학습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Experience Learning

학교체육 현장 방문을 통한 교수 - 학습활동

의 실제를 체험케 함으로써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체육교과 지도력의 질적 유인은 물론  

필요시 중등 교원을 특강 초빙하여 교원 자

격과 교직 능력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교과

학습에 대한 중등학교와의 연계체제를 이루

는 데 있다.

PHE 308 핸드볼지도법 

Hand Ball  Teaching Method

핸드볼의 기본기술과 경기방법 및 규칙을 익

히고 단체경기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발달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체육교과 지도력의 

겸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국제적인 감각과 

학습의 정보화를 통한 인간기능의 과학성을 

인지토록 한다.

PHE 307 테니스지도법 

Tennis Teaching Method 

테니스의 제이론과 경기방법 및 운 을 배우

고, 기술의 국제적 경향과 정보, 그리고 과학

기술개발 및 숙련을 통하여 체육교과의    

지도력은 물론 인간생활 문화 및 정보로서의 

가치와 교육적, 사회적 역할에 기여토록      

한다.

PHE 401 체육관리론

Management Theory of Physical

Education

체육현상에 따른 제도, 시설, 인원, 물자, 재  

정, 행정 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관리과정  

과 기능을 통한 기법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

적 체육활동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체육  

교과의 적응력과 생활적응력을 육성한다. 

PHE 402 골프지도법  

Golf Teaching Method 

골프의 대중화와 더불어 건전하며 신사적인 

경기를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며 사  

회적 적응력과 중등학교 교과지도력을 함양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PHE 351 스포츠 사회학  

Sociology of Sports

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에서의 사회학적 측

면을 고찰하며, 사회에 미치는 향과 기능

을 분석함으로써 중등학교 교과내용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PHE 352 코우치론 

Theory of Coaching

코우칭의 원리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인식  

시켜 국제적 경향의 각종 트레이닝법을 정보

화하여 생리학, 심리학, 역학 등의 과학적   

응용 및 운동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과지도력을 한다.

PHE 353 체육교육연구법

Research Method of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과의 관련 연구에 대한 분야 및 개

념, 기법, 과정, 보고 작성 등의 기초적 이해

와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하

여 교과 수행 및 연구 방법에 관한 능력을 

함양한다.

PHE 354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체육활동 및 현상에 따른 요인별 측정과 분

석,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체육활동 및 적응

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과 정보화하는 데 있

으며, 국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구 및 측

정기법을 이해케 하여 중등 체육 교과 지도

능력을 부여케 한다.

PHE 355 동계스포츠지도법 

Winter Sports Teaching Method 

동계절에서의 활동 가능한 스키 및 빙상 등

의 레져 활동은 물론 그 기능과 지도력을 함

양하고 사회변동적 인간생활의 가치와 형성

에 필요한 스포츠의 교육적 기회를 제공   

과 중등학교 개인운동으로서의 지도력을 겸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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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 356 농구지도법  

Basket Ball  Teaching Method

농구경기의 제이론과 경기규칙, 경기운  국

제적 경향 및 정보, 그리고 기본기술의 숙련

과 지도 방법을 통해 중등체육의 교육적 사

명을 다하며 농구의 생활가치능력을 인지토

록 한다. 

PHE 451 건강교육론 

Health Education Theory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인 건

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습관 

및 행동의 제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해 국제적 

건강이론과 기초, 그리고 각종 정보와 사회변

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교과 지도력을 

함양한다.

PHE 452 실기종합지도법  

Teaching Method of Comprehensive   

Practical  Exercise 

체육교과의 역에 포함된 모든 실기종목에 

대한 반복 연습을 통한 기초기능의 지도기   

술과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화 상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상미디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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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 교육목표

  화 상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양성한다.

•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에 이

르기까지 전반적인 화작업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화의 제반 테크놀로지를 습득하고, 

화창작자로서의 철학과 창의성을 체계적으

로 기르도록 한다.

• 교육내용

    연출전공은 제작기초 및 제작실기 과목들 

외에 화 상미학과 화분석 과목들을 수

강하여 화연출자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기

른다. 촬 전공자는 제작실기 과목들 외에 

촬 조명실기 1, 2를 수강함으로서 촬 전문

가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기른다. 기타 기술 

분야의 전공들(사운드, 편집, 시각효과)도 이

와 유사하게 1, 2로 나눠진 전공별 과목을 

이수하여 체계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 소양을 함양한다. 시나리오 전공자는 단

편 및 장편 시나리오실기 과목을 통해 전문

적 교육을 받는다.

• 전공학생들의 진로 방향 

  화 및 상 분야의 컨텐츠 기획자

  화 연출(감독)과 시나리오작가, 촬  및 전

문기술 분야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화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

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예술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수용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화에 대

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와 맞물려 청소년들은 화를 자기표현의 또 

다른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손

쉬운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표현하

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화는 다양한 직

업군과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

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국 화가 

질적으로 한발 도약하고 규모면에서도 다른 나

라와의 경쟁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서, 앞으로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

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화 상
Film & 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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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졸업 후 학생들은 화 현장에 투입되어 그

간 익혔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해 경력을 쌓게 된다. 때문에 학업

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화 분야를 경험하

는 것을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기초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기술적인 숙련을 하고 창

작물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점검

하게 된다. 또는 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통해 이론 전문가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화 평론

가 혹은 교수의 길을 걷게 된다. 졸업 후 진출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며, 기술적 현장과 

이론적 현장의 경계를 긋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

전공

학점

단수  54 학점 (전문27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작품 혹은 

논문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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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IDF 105

IDF 106

비디오제작기초

화 상미학

3

3 3

3

2
IDF 154

FIL 151

필름제작기초

단편시나리오실기

3

3

3

3

2

1

FIL 201

FIL 203

FIL 206

FIL 207

촬 조명실기1

사운드실기1

세계 화사

프로덕션디자인실기

3

2

3

3

1

3

3

2

3

2

FIL 256

FIL 257

FIL 258

FIL 259

한국 화사

편집실기1

화연출론

시각효과기초실기

3

2

3

3

3

1

3

2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FIL 301

FIL 304

FIL 307

FIL 308

FIL 309

FIL 310

FIL 311

제작기획론

화제작실기1

편집실기2

시각효과워크샵

졸업 화실기1

서구 화분석

아시아 화분석

3

3

2

3

3

3

3

3

1

3

3

4

2

4

4

2

FIL 351

FIL 353

FIL 356

FIL 357

FIL 358

FIL 359

FIL 360

FIL 361

상산업론

화제작실기2

인턴실기

촬 조명실기2

사운드실기2

장편시나리오실기

졸업 화실기2

한국 화분석

3

3

2

2

2

3

3

3

3

1

3

4

2

3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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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민 병 록
화학 촬 이론, 화 상미학

중앙대 연극 화 / New York대 화 석사

정 재 형
화제작, 화이론 화 상미학, 졸업 화제작실기

동국대(석사), 뉴욕시립대(석사)

유 지 나 
화 기호학, 화 이론 세계 화사, 한국 화사

  이화여대(석사), 파리 7대학(박사)

문 원 립
화제작 편집실기, 화제작실기

서울대 공업화학 / Temple대 Radio-TV-Film 제작석사(M.F.A)

조 종 흡
문화연구 상산업론, 서구 화분석

미시간주립대 텔레커뮤니케이션학(석사), 위시컨신-메디슨대 커뮤니케이션학(박사)

정 수 완
연극 화학, 화이론 아시아 화분석, 한국 화분석

이화여대 문학(석사), 동국대 연극 화(석, 박사), 와세다 대학 문학연구과 화전공(박사)

김 종 완
화연출, 시나리오 필름제작기초, 화제작실기, 졸업 화제작실기 

동국대학교 연극 화(석사), 동국대 상대학원 화 상제작학과 화 상제작(박사)

차 승 재
화기획, 화제작 제작기획론, 인턴실기

한국외국어대 불어교육학과 학사

박 종 호
화 상제작, 촬 촬 조명실기, 화제작실기

캘리포니아 예술대 화제작 MFA

김 정 환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특수효과,

컴퓨터 아트
시각효과기초실기, 

미국 School of Visual Arts(석사)

최 병 근
화 상제작, 프로덕션디자인 프로덕션디자인실기

중앙대 화(석사), The American Film Institute 제작석사

김  준
화연출 시나리오실기

동국대 연극 화(석사)

이 원 덕

화 상제작 및 사운드 사운드실기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MA in Communication Arts, Institute of Audio Research, Diploma 

in Record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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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연출/기획

비디오제작기초

필름제작기초

화 상미학

세계 화사

한국 화사

화연출론

제작기획론

상산업론

화제작실기

졸업 화실기

매스컴이론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기술

(촬 , 사운드, 편집, 

시각효과)

비디오제작기초

필름제작기초

촬 조명실기1

사운드실기1

편집실기1

시각효과기초

촬 조명실기2

사운드실기2

편집실기2

시각효과워크샵

화제작실기

졸업 화실기

상연구

음향효과 입문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시나리오

화 상미학

세계 화사

한국 화사

단편시나리오실기

서구 화분석

한국 화분석

아시아 화분석

장편시나리오실기

졸업 화실기

TV드라마입문

스토리텔링

예술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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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IDF105  비디오제작기초  

Basic Video Production

비디오로 촬 , 녹음, 편집을 하여 상작품

을 만드는 제반과정의 기초를 익힌다.

IDF106 화 상미학 

Film and Video Aesthetics

화예술의 미학과 상매체를 다양한 각도

에서 바라보는 기본 이론들을 공부한다.

필름으로 촬 하여 화를 만드는 제반과정

의 기초를 실습을 통해 익힌다. 후반작업은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방법(필름)으로 하도록 

한다.

FIL151  단편시나리오실기

Short Scenario Writing

화시나리오의 형식과 구성의 기본을 배우

고, 단편 화를 위한 시나리오 창작실습을 

한다.

FIL201  촬 조명실기 1  

Cinematography

화촬 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다. 

FIL203  사운드실기 1  

Sound Production 1

화 음향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하

고, 동시녹음의 방법, 필름과 비디오 녹음의 

차이, 마이크의 종류와 특성, 녹음기의 사용

법, 기초적인 믹싱 등을 실습을 통하여 배운

다. 그리고 화 음향의 미학적인 측면에 대

한 연구도 병행한다. 

FIL206 세계 화사  

History of Film

한 세기 화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경향을 

화 발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망한다. 

중요한 작품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중요한 

사회, 문화, 역사, 기술 등 다양한 층위 속에

서 화사를 세워나간다.

FIL207  프로덕션디자인실기  

Production Design

화 상 작품의 배경과 세트를 아트 디렉터

의 개념에서 기획, 설치, 연출하는 종합적인 

프로덕션 디자인의 자질을 익힌다.

FIL256  한국 화사  

History of Korean Film

한국 화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작업의 일환

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 화사

조, 산업, 제도, 사회사, 감독과 작품, 기술의 

발달사를 배운다. 

FIL257  편집실기 1  

Editing 1

필름 및 비디오 편집의 기술적 과정 뿐 아니

라, 시공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흐

름을 만들어 내는 기초적인 기법과 문법들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익힌다. 

FIL258  화연출론  

Film Directing

미장센 분석 훈련을 통해서, 이지적인 연출

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언어

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다.

FIL259  시각효과 기초실기  

Visual Effects Basics

시각특수효과에 관한 기초과정으로, 아날로

그에서 디지털 특수효과까지 시각효과 전반

을 학습한다.

FIL301  제작기획론  

Film Producing

화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스탭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예산 편성, 

마케팅, 홍보, 배급 등의 과정에 대하여 배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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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304  화제작실기 1  

Film/Video Production 1

몇 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한 편의 화를 만든

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권장한다.

FIL307  편집실기 2  

Editing 2

편집실기 1 을 이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

며, 고급적인 편집기법과 장비 사용법을 익

힌다. 또한, 에드윈  포터와 그리피스로부터 

에이젠슈타인으로 대변되는 20년대 러시아 

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화편집의 변화

도 개관한다.

FIL308  시각효과워크샵  

Visual Effects Workshop

시각특수효과의 심화과정으로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FIL309  졸업 화실기 1  

Thesis Project 1

졸업 화제작을 전제로 한 코스로서, 담당교

수의 지도하에 최소한 사전제작 단계를 끝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L310  서구 화분석  

Film Analysis: Western Cinema

서구 화사에서 주요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적, 스타일적, 장르적 측면에서 비평, 분

석한다.

FIL311 아시아 화분석  

Film Analysis: Asian Cinema

아시아 화사에서 주요한 작품들을 감상하

고 작가적, 스타일적, 장르적 측면에서 비평, 

분석한다.

FIL351  상산업론  

Film Industry

화의 제작, 판매 그리고 배급 단계에 이르

는 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

극적으로 화산업과 사회 그리고 한국 화

산업과 국제 정치경제의 맥락을 조망한다.

FIL353 화제작실기 2  

Film/Video Production 2

몇 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한 편의 화를 만든

다. 주로 극 화를 제작한다.

FIL356  인턴실기  

Internship

산학 협동 과정의 일환으로 화 산업 현장

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진행된다. 제작 

현장에 투입되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실무를 익힌다. 

FIL357  촬 조명실기 2  

Lighting Workshop

시퀀스 촬 을 통해 보다 세 한 카메라와 

조명의 활용을 위한 개념을 발전시킨다.

FIL358 사운드실기 2  

Sound Production 2

사운드실기 1 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수강할 

수 있으며, 고급적인 녹음기법과 장비사용법

을 익힌다. 특히, 현재 음악이나 화음향 전

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Pro Tools를 

실습한다.

FIL359  장편시나리오실기  

Feature Scenario Writing

장편 극 화를 위한 시나리오 창작 실습을 

한다. 한 학기 동안 최소한 하나의 장편시나

리오를 완성해야 한다.

FIL360  졸업 화실기 2  

Thesis Project 2

졸업 화의 완성을 전제로 한 고급 화제작 

코스로서 연출, 촬 , 편집 등 제 과정을 마

무리하고 최종 평가한다.

FIL361  한국 화분석  

Film Analysis: Korean Cinema

한국 화사에서 주요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적, 스타일적, 장르적 측면에서 비평,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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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배경 

  세계 인류 문화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디지

털 문화가 발전하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multimedia contents)가 그 나라의 새로운 문

화 척도가 되고 있다. 더욱이 게임 등의 멀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

하면서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무한 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 흐름에 맞추어 탄생

한 게임 멀티미디어 학문 분야는 기획 요소, 

예술적 디자인 요소, 컴퓨터와 통신 기술 등을 

고려한 공학 요소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적 

학문이다. 우리 학과는 이 세 요소 중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공학 요소를 중점으로 교육 연

구하는 학과이다. 

  최근까지 단말기,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제

품, 컴퓨터 기기, 통신 기기 등은 높은 수준으

로 발전하 다. 잘 발달된 다양한 기기로써 활

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인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반하여, 

아직 그 발전 정도가 낮다. 그래서 컨버전스

(convergence) 비전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 이

에 게임 개발과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에 관한 

공학 이론, 예술적 소양, 공학적 분석과 실무 

수준의 게임과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능력을 

겸비한 게임 개발자,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양

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예술과 공학의 만남

"이라는 모토로 이미 2000년에 정보산업대학에 

멀티미디어공학과를 학부 과정으로 개설하

다. 2006년에 학교에서 우리 학과를 상문화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고 학제 개편을 통하여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로 개명한 것이다. 게임

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현재의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지향

적인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이 학과에서 육성한다

는 것이다.

교육목적 학문(기초)

  게임멀티미디어 공학전공은 멀티미디어, 정

보 공학 이론과 기술의 종합체인 디지털 콘텐

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어 새로운 디지털 인류 문화 발전

에 기여할 시대적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게임멀티미디어공학
Game & Multimedi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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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게임 공학과 멀티미디어 정보 공학, 컴퓨터 

및 관련 예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을 체계

적이고 집중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컴퓨터 및 

정보 공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능하고 상 

그래픽 음악 등에 관한 예술적 이해와, 시스템 

설계, 프로그래밍 등의 공학적 능력을 겸비하

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게임 개발 전문가, 멀티미

디어 시스템 개발 전문가를 양성한다.

전공이 배출할 인력의 능력과 소양

  게임멀티미디어공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반드

시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능력과 소양은 

다음과 같다.

  1) 게임 공학과 멀티미디어 공학 전공 기반

  - 게임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분야별 문제를 

이해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는 능력

  - 주어진 필요조건에 맞추어 게임 시스템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창의

적으로 설계, 개발하여 종합할 수 있는 능력

  -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멀티

미디어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에 관한 지식

을 멀티미디어 문제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능

력

  - 팀웍 설계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게임과 멀티미디어 개발 전문가로서의 기

본 소양

  - 산업 현장에서 직업적,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

  -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적 해결 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향

에 대한 폭 넓은 이해

  - 경제, 경 , 환경, 법률 등 시사적인 논점

에 대한 기본 지식

  - 평생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세계 문화에 대한 예술과 기술적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3) 게임 공학과 멀티미디어 공학 실무 

  - 실제적인 분석, 설계, 개발 문제에서 컴퓨

터 기반 도구를 비롯하여 최신 멀티미디어 기

술, 기법,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 총괄사항

  -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2D/3D 게임 프로그

래밍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방법과 단계

별 프로그래밍 기법

  - 게임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검색,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고급 멀티미디어 정보 공학 기법

  - 게임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

실, 상 및 사운드 처리 등의 핵심 멀티미디

어 정보공학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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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D 게임          (b) 3D 게임 엔진

  

     (c) 3D 모바일 게임      (d) PDA 게임

  

(e) 3D 애니메이션 

그림. 재학생 작품 예

  - 2D/3D 애니메이션, 상, 동 상, 사운드, 

음악, 음향 등의 기본 특성 이해 및 처리 기법

  - 2D/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실습

  - 2D/3D 컴퓨터 게임 제작과 멀티미디어 프

로젝트 수행

  - 컴퓨터 플랫폼의 기본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시스템의 개념

최근 학문의 조류와 전망

  게임멀티미디어 학문 분야는 인류 문화 발전

의 필요에 따라 이제 조성된 신생 분야이다. 

다시 말해, 멀티미디어 학문 분야는, 기획 요

소, 예술적 디자인 요소, 컴퓨터와 통신 기술 

등을 고려한 공학 요소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적 학문 분야이다. 게임은 멀티미디어 분

야 중 대표적인 분야이다. 게임멀티미디어공학

과에서는 멀티미디어 분야의 세 요소 중 디자

인 요소를 가미한 공학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하며, 특히 게임공학을 정점으로 멀티미디

어 공학을 교육하고 연구한다. 

  

  

 그림. 모의실험 예

게임은 그 단어가 스포츠, 오락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

nt)용만이 아니다. 다른 말로는 실시간 상호작

용 모의실험(realtime interactive simulation)이

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의료 시술, 우주선 운

행, 비행기 조종, 재난 방지 등 위험한 환경에

서의 교육 등을 실시간으로 모의 실험하는 것

도 게임이라고 한다. 실제 환경과 동일한 환경

을 게임으로 개발하거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를 위한 이론과 기술 개발이 다양

한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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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요즈음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미래의 국제적 산업의 형태로 부가 가치

가 매우 큰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근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점

차 활성화되고, IT 산업에서도 멀티미디어 기

기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

는 경향이 커지면서 국가 산업 생산성에도 비

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잘 발달된 다양한 전자, 정보기술 기기

에 통용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인간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반

하여, 아직 그 발전 정도가 낮다. 말하자면 발

전 간극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컨버전

스(융복합) 비전이 제시되고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또한 그 만큼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

입어 게임 멀티미디어공학 전공을 제대로 이수

한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멀티미디어 정보공학 전문가 : 컴퓨터 그

래픽스, 가상현실, 상처리, 사운드 처리, 컴퓨

터 지능,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유관 

분야

  - 게임 공학 전문가 : 게임 그래픽 기획과 

설계, 컴퓨터 게임 개발, 게임 프로그래밍, 게

임 공학 응용 등의 유관 분야

  -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자 : 그래픽 디자

인,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용/학습용 콘텐츠 제

작, e-learning, 인터넷 쇼핑몰 등의 유관 분야

  - 소수 정예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관련 벤

처 창업

  - 게임 공학, 멀티미디어 정보공학, 디자인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 상 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의 게임제작

전공, 상공학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컴퓨터 

음악 전공에서 석사, 박사 학위 과정 진학과 

외국 유학

전공

학점

단수 60 학점 (전문 30 학점 포함)

복수 45 학점 (전문 23 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작품

외국어패스 어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2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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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2

1

MME 201

MME 202

MME 203

MME 204

자료구조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2D 게임 그래픽 디자인 

3

3

3

3

3

3

2

2

0

0

2

2

선택필수A

선택필수B

선택필수C

2

MME 251

MME 252

MME 253

MME 254

게임 알고리즘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2D 게임 프로그래밍

3D 게임 그래픽 입문

3

3

3

3

3

3

2

2

0

0

2

2

선택필수A

선택필수B

선택필수C

전문

교육

과목

3

1

MME 301

MME 302

MME 303

MME 304

MME 305

3D 게임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운  시스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관리

3D 게임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음악 및 음향 입문

3

3

3

3

3

2

3

2

2

1

2

0

2

2

2

선택필수D

2

MME 351

MME 352

MME 353

MME 354

MME 355

3D 게임 제작 프로젝트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네트워크와 온라인 게임

멀티미디어 음악 실습

게임 기획과 설계

3

3

3

3

3

2

3

2

1

3

2

0

2

2

0

선택필수D

4

1

MME 401

MME 402

MME 403

게임인공지능

디지털 상처리 및 실습

종합 설계 1

3

3

3

3

2

1

0

1

2 선택필수E

2

MME 451

MME 452

MME 453

가상현실과 실습

디지털사운드 처리 및 실습

종합 설계 2

3

3

3

2

2

1

2

1

2 선택필수E

   ※ 선택필수는 역별(A, B, C, D, E)로 각 1과목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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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엄 기 현
게임 아키텍처 및 멀티미디어 응용

자료구조, 게임 알고리즘, 멀티미디어 운  시스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서울대 응용수학 / KAIST 전산 / 서울대 컴퓨터공 공학박사

조 형 제
멀티미디어 상 처리

디지털 사운드 처리및 실습, 디지털 상처리 및 실습, 

컴퓨터 그래픽스

부산대 전자공학/ KAIST 전기전자공학 / KAIST 전기전자공 공학박사

정 진 헌
3D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기초, 2D 게임 그래픽 디자인

홍익대 시각디자인/Academy of Art University 컴퓨터아트 석사

김    준
컴퓨터 음악 컴퓨터음악 및 음향 입문, 멀티미디어 음악 실습

경희대 작곡 / Boston 음악 / Stanford 음악 음악박사(DMA)

조 경 은
게임공학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2D 게임 프로그래밍, 

3D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인공지능, 3D 게임제작 프로젝트

동국대 컴퓨터공 / 동국대 컴퓨터공 / 동국대 컴퓨터공 공학박사

박 상 훈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그래픽스 기초,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가상현실과 실습, 네트워크와 온라인게임

서강대 수학 / 서강대 컴퓨터학 / 서강대 컴퓨터학 공학박사

김 정 호
게임 그래픽 디자인 3D 게임그래픽 입문, 3D 게임그래픽 디자인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예술학 학사(BFA), 석사(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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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비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비쥬얼 프로그래밍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2D게임 그래픽디자인

3D게임 그래픽 입문

멀티미디어운 시스템

가상현실과 실습

네트워크와 온라인게임

멀티미디어정보처리

게임알고리즘

게임인공지능

게임소프트웨어개발관리

디지털 상처리 및 실습

디지털사운드처리 및 실습

3D게임프로그래밍

컴퓨터음악 및 음향실습

이산구조

공학선형대수학

기하학

디자인공학

메카트로닉스

컴퓨터보안

게임공학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비쥬얼 프로그래밍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2D게임 그래픽 디자인

3D게임 그래픽 입문

2D게임프로그래밍

3D게임프로그래밍

게임 인공지능

게임 알고리즘

네트워크와 온라인게임

가상현실과 실습

게임소프트웨어개발관리

게임기획과 설계

멀티미디어운 시스템

멀티미디어정보처리

디지털 상처리 및 실습

3D게임그래픽디자인

컴퓨터음악 및 음향입문

3D 게임제작프로젝트

이산구조

공학선형대수학

기하학

물리학

확률과 통계

디자인공학

메카트로닉스

컴퓨터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비쥬얼 프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인 기초

자료구조

컴퓨터그래픽스 기초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윈도우즈프로그래밍

2D게임그래픽디자인

3D게임그래픽입문

2D게임프로그래밍

3D게임프로그래밍

게임 기획과 설계

3D게임그래픽디자인

컴퓨터음악 및 음향실습

멀티미디어음악실습

게임 인공지능

디지털 상처리 및 실습

멀티미디어운 시스템

가상현실과 실습

조형론

색채와디자인

캐릭터디자인개론

조명디자인

문예창작입문

스토리텔링

디자인공학



2007 Course Catalog 

508

과목별 연관성과 이수 체계



게임멀티미디어공학

 509

■ 교과목 해설

MME201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컴퓨터 프로그램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

는, 대량 데이터를 조직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자주 사용되는 스택, 큐, 트리, 그래프 외

에 응용 구조와, 일반 검출 기법, 순서배열 

기법 등의 주요 연산을 학습한다. C 등의 프

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방법과 게임과 멀

티미디어 시스템 등에의 응용 능력을 키운

다. 

선수과목 : ①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②  

 비쥬얼 프로그래밍

MME202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Fundamentals of Computer Graphics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이론을 공부

하고, 표준 그래픽스 API인 OpenGL을 이용

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해 봄으로써 그래

픽스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킨다. 본 강

의는 3차원 게임제작에 필요한 기초 수학 이

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학습한 내용은 

컴퓨터그래픽스 응용과 컴퓨터 게임 관련 과

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이 된다.

선수과목 : ①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②  

 비쥬얼 프로그래밍

MME203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윈도우 상에서의 프로그램 기법을 습득한다. 

윈도우의 Win32 API와 MFC를 이용하여 윈도

우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익혀

서 윈도우 상에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프로

그래밍 기법을 익힌다. 

선수과목 : ①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② 

비쥬얼 프로그래밍

MME204 2D게임 그래픽 디자인 

         2D Game Graphic Design

게임화면의 그래픽(배경 및 캐릭터, 아이템, 

오브젝트 등)에 관한 드로잉 및 원화작업 및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학습한다. 2D 

게임그래픽에 필요한 배경디자인, 캐릭터디

자인, 애니메이션, 조형 및 색체이론 등에 관

한 작업과 게임제작과정의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실습과 이론을 통해 학습한다. 

MME251 게임 알고리즘

         Algorithm Design for Game 

         Development

컴퓨터 알고리즘 분석과 설계 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

즘을 종류별로 분석 설계하는 기법을 다룬

다.

선수과목 : ①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또

는 비쥬얼 프로그래밍, ② 자료구조

MME252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Applications of Computer Graphics

컴퓨터그래픽스 기초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

장하여 고급 3차원 그래픽스 응용 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3

차원 게임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그래

픽스 하드웨어의 가속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렌더링에 관한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구현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한다.

선수과목 : ①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MME253 2D게임 프로그래밍

         2D Game Programming

2차원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을 습

득한다. DirectDraw, DirectInput, DirectSound 

등의 DirectX의 기본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고,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2D 엔진을 분석한다. 

2D 게임 엔진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도록 엔

진 구조와 툴들을 면 히 분석해본다. 또한 

플래시 액션스크립트를 이용한 게임제작과도 

비교해본다. DirectX와 2D 게임 엔진 또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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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 액션스크립트를 이용한 게임 제작을 해

봄으로써 2D 게임 제작 과정을 익힌다. 

선수과목 : ①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② 

비쥬얼 프로그래밍, ③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MME301 3D게임 그래픽 입문

         Introduction to 3D Game Graphics

3차원 객체를 표현하는 polygon modeling, 

NURBS, patch modeling 방법 등을 배우고, 

정의된 물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렌

더링 기법 등을 익힌다. 그리고 광원표현, 질

감 표현 등에 관해서 학습한다. 또한, 3차원에

서의 캐릭터 모델링을 위한 기초에 관해서 배

우고, 실습하여 캐릭터 제작 능력을 키운다.

MME301 3D게임 프로그래밍

         3D Game Programming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사용하는 게임 프로그

램을 작성하는 기법과 이론을 학습한다. 먼

저 DirectX의 3차원 라이브러리인 Direct3D의 

사용법을 배운다. 이를 이용하여 오브젝트 

모델링과 3차원 변환, 카메라 이동, 조명, 오

브젝트 렌더링과 같은 이론을 직접 적용하여 

3D 게임을 개발해 본다. 또한 Direct3D 또는 

OpenGL기반의 3D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3D 

게임 제작 방법을 배운다.

선수과목 : 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② 컴

퓨터 그래픽스 응용, ③ 3D 게임 그래픽 

입문

MME302 멀티미디어 운  시스템

         Multimedia Operating Systems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핵심적인 시스템 소

프트웨어인 운  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본 과목을 통해 시스템에 최적화

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기 위

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선수과목 : ① 자료구조, ② 게임 알고리즘

MME303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Software Engineering for Game 

         Development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

고 관리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게임 개발에

는 많은 경험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게임개발에 따른 소프트

웨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적

은 경비로 품질 좋은 게임소프트웨어를 생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기법을 단계별로 

학습하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을 

익힌다.

선수과목 : ①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② 

멀티미디어 운  시스템

MME304 3D 게임 그래픽 디자인 

         3D Game Graphic Design

3차원에서의 애니메이션 제작, 편집 방법, 특

히, 3차원 key frame 애니메이션, motion path 

애니메이션, dynamics 등의 애니메이션 테크

닉과 실사의 동 상과 합성하는 방법 등을 

배워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옥외, 실외 지

형 제작 등을 배운다. 인터랙티브 게임의 애

니메이션 제작 및 배경 제작 방법을 배워 게

임 디자인 능력을 키우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선수과목 : ① 3D 그래픽 입문  

MME305 컴퓨터 음악 및 음향 입문 

         Introduction to Computer Music and 

         Sound 

컴퓨터의 대중화와 더불어 음악 및 음향에서

도 컴퓨터의 사용이 활발해져 초보자들도 음

악과 음향을 쉽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컴퓨터

음악의 기초이론과 효과음향기술 등을 이해

하고 MIDI, Synthesizer, Sequence 기술과 

DSP (Digital Sound Processing) 기술 등을 연

구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음

악과 음향 제작 등의 실습을 수행한다.

MME351 3D 게임 제작 프로젝트 

         3D Game Production 

지금까지 배운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지식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소양을 종

합하여 가상의 게임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현

해 보기 위해 작은 팀 단위로 작은 주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소품을 제작해 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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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3D 게임 제작에 대한 감각을 갖춘다.

선수과목 : 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② 3D 

게임 프로그래밍, ③ 3D 게임 그래픽 입문

MME352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Multimedia Information Processing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정보의 구성 방법과 저

장 구조, 여러 가지 검색 이론기법, 멀티미디

어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와 함

께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형의 

개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계이론, 데이터 

언어의 개념과 종류, 활용 방법, 데이터베이

스 체제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성 요소별 개

념 등을 공부함으로써 전반적인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선수과목 : ① 자료구조, ② 멀티미디어 운

시스템

MME353 네트워크와 온라인 게임  

         Network and Online Game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기존 온라인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활용된 

기술들에 대해 정리한다. 학습한 이론을 간

단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해 봄

으로써 실제 온라인 게임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운다.

선수과목 : 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② 3D 

게임 프로그래밍

MME354 멀티미디어 음악 실습  

         Introduction to Multimedia Music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상콘텐츠 

등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위한 음악 및 음향 

제작을 위하여 기술적, 예술적 연구를 통한 

창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 중심의 멀티미

디어작품 제작을 위한 기초 상효과 연구와 

음악과의 인터랙션 등을 연구한다.

선수과목 : ①컴퓨터음악 및 음향 입문

MME355 게임 기획과 설계 

         Game Planning and Design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획과 시나리오를 유기

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게임 개발을 위한 발상법에서부터 시놉시스, 

설계도면 작성까지 게임 기획과 설계에 관련

된 전반적인 과정을 탐구한다. 장르별 게임

분석, 장르별 게임 설계 기법, 게임기획서 작

성 방법, 게임 설계 기법, 게임 프로젝트 및 

공정관리 기법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MME401 게임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for Games

게임 개발에 요구되는 고급 알고리즘 기법과 

자주 사용되는 수학, 물리 알고리즘들을 학

습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본 개념

과 여러 인공지능 응용을 배운다. 게임에서

는 어떻게 수학/물리/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응

용되는지 다양한 예제들을 통하여 학습한다.

선수과목 : ① 자료구조, ② 2D게임 프로그

래밍

MME402 디지털 상처리 및 실습  

         Digital Image Processing and Practice 

컴퓨터에 입력된 상에 대해 질 개선, 경계선 

또는 윤곽선 검출, 역 검출, 상 압축 및 복

원 등의 기초적인 처리 방식을 배우고 적합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로 적용해 

본다. 또한 비디오의 특성에 대해서도 학습하

고 간단한 편집 등의 실습을 행하여 작품 중의 

상에 대한 활용 능력을 기른다.

선수과목 : ①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MME403 종합 설계 1 

         Capstone Design 1

지금까지 배운 게임 공학, 멀티미디어 정보

공학 지식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가상의 주제에 대한 프로젝

트를 수행하여 소품을 완성해 봄으로써 졸업 

작품을 완성하고 종합 설계 능력도 키운다.

MME451 가상현실과 실습 

         Virtual  Reality and Practice

가상현실에 관한 이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로 구분하여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하

고, 응용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학습

한다. 실제 가상현실 시스템을 설계해 봄으

로써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개발 능력

을 높인다.

선수과목 : ①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② 프

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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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452 디지털사운드 처리 및 실습 

         Digital Sound Processing and 

         Practices 

멀티미디어 중 음악, 음성, 음향 등의 소리를 

신호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컴퓨터에서 처리

하는 각종 기법을 익히며, 고차원의 사운드 

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샘플링 이론, 주파

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한 신호변환과 특정 

성분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디지털 필터 

등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음성 등의 사운드

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처리 기법

을 이해한 후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한 실

습으로 확인한다. 

선수과목 : ①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MME453 종합 설계 2 

         Capstone Design 2

지금까지 배운 게임 공학, 멀티미디어 정보공

학 지식,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소

양을 바탕으로 가상의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를 수행하여 소품을 완성해 봄으로써 졸업 

작품을 완성하고 종합 설계 능력도 키운다.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문예창작학과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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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우리는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항상 새

롭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미술은 문

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문화로 하여금 

더욱 변화와 가치를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우

리의 생활과 생명에 커다란 고무와 새로운 가

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미술이 인류

의 정신적 문화적 역에서 기본적으로 변화를 

낳게 하는 창조성(creation)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학부는 이러한 창조성을 

발현하여 이 시대의 미술문화를 선도할 미술전

문가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미술학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

고, 차원높은 미의식과 미적인 심미안을 지닌 

예술인으로서 전문지식은 물론, 교양인으로서

의 자질 향상과 전인적 인격 형성을 도모하며, 

창조적인 조형 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

지함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특히 본교는 유일하게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불교미술 전공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불

교미술의 현대화와 대중화는 물론 불교문화재

의 조사, 보존, 연구도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학

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1. 조형예술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익히고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창조적인 조형 활

동을 할 수 있는 미술인을 양성한다.

2. 불교미술의 현대화, 대중화는 물론 불교문화

재의 보존, 조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

념설정과 전문가의 양성에 매진한다. 

3. 순수조형 예술에 심미적 기능을 산업과 연

계시켜 실용성 있는 디자인에 신 개념을 창

출한다.

4. 전통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연마시켜 

전문인으로 양성한다.

5.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의 응용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순수미술과의 

결합을 통한 신디자인 개념을 창출한다.

  전공별 교육목표는 아래와 같다.

  불교미술전공 : 동양문화의 진수이자 한국문

화의 근간인 불교미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야 하는 특수 분야로 불교미술개론, 불교회화

미술학부
Fine Arts
(Buddhist Arts, Korean Painting, Painting, Scul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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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불교건축 탑파론, 불교조소론, 박물관학, 한

국미술사, 불교공예론, 동양미술사, 불교미술실

기 등을 교육한다. 특히 미술 일반은 물론 불

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의 전통문화, 

문화재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한국화전공 : 한국화 전공 교육은 전통예술

의 계승은 물론 새로운 미술 창작을 통하여 새

로운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양 전통의 심미의식

에 대한 이해와 기법의 연마를 통하여 미의식

과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건 

사물에 대한 감수 능력을 길러 자기창작을 실

현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서양화전공 : 대상을 재현하는 사실적 회화

로부터 추상 및 개념미술, 설치 및 상매체를 

이용한 표현 등 여러 유파의 조형적 실험을 경

험한다. 저학년때는 사물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고학년때는 주관적 해석과 함

께 뉴미디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신조형 창

출에 관심을 갖게 한다.

  조소전공 : 이론과 실기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입체에 대한 개성적, 창의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작품

에 대한 비평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불교미술을 포함한 일반미술의 학문 경향은 

부단한 진로모색과 새롭고 참신한 미술이념의 

다양한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

의 문제는 인간의 원한 과제이므로 불교미술

은 물론 일반미술의 학문적 성취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 후 진로

  작가, 미술비평가, 큐레이터, 기고가, 의상디

자이너, 웹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방송 상편

집 화미술전반, 인테리어디자이너, 학예연구

사, 문화재 관리사, 불교미술 기술자, 불교미술 

기능자, 불교미술 사원 설계 ․ 감독자

전공

학점

단수  54 학점 (전문27학점 포함)

복수  36 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 학점

졸업논문형식 실기발표

외국어패스

교양

학점

기초     12  학점

핵심     12  학점

학문기초     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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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학부 공통 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공동

과목

1
1

IDP 101

IDP 102

드로잉 1

서양미술사

2

2

1

2

2 

 

2 IDP 151 드로잉 2 2 1 2

2

1

IDP 201

IDP 202 

IDP 203

IDP 204

IDP 205

판화 1

조형론

불교미술개론

미술해부학

색채와 디자인

2

2

2

2

2

1

2

2

2

1

2

 

 

 

2

2

IDP 251

IDP 252

IDP 253

IDP 254

판화 2

한국미술사

불교회화론

현대미술론

2

2

2

2

1

2

2

2

2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BUA 101 기초불교미술 1 2 4

2 BUA 151 기초불교미술 2 2 4

2

1
BUA 201

BUA 202

불교회화 실습 1

불화모사수복실기

4

2

6

3

2
BUA 251

BUA 252

불교회화 실습 2

단청실습

4

2

6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BUA 301

BUA 302

BUA 303

BUA 401

BUA 402

불교회화 1

박물관학과 실습

불교조소론

불교회화 3

불교건축론과 보수

4

2

3

4

2

2

3

2

6

1

6

1

2

BUA 351

BUA 352

BUA 353

BUA 451

BUA 452

불교회화 2

불화표현기법

불교공예론

불교회화 4

불화불상론과 실습

4

2

3

4

2

3

1

6

3

6

2

■ 불교미술 전공교육과정 개설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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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PAI 101 기초회화 1 2 4

2 PAI 151 기초회화 2 2 4

2

1

PAI 201

PAI 202

PAI 203

회화 1

드로잉연구 1

조형실기 1

2

2

2

3

3

3

2

PAI 251

PAI 252

PAI 253

회화 2

드로잉연구 2

조형실기 2

2

2

2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PAI 301

PAI 302

PAI 303

PAI 304

PAI 401

PAI 402

PAI 403

회화 3

현대조형 1

상연구

미디어연구 1

회화 5

서양화창작실기 1

혼합매체 1

2

2

3

2

2

2

2

3

3

3

3

3

3

3

2

PAI 351

PAI 352

PAI 353

PAI 354

PAI 451

PAI 452

PAI 453

회화 4

현대조형 2

미술비평론

미디어연구 2

회화 6

서양화창작실기 2

혼합매체 2

2

2

3

2

2

2

2

3

3

3

3

3

3

3

■ 서양화 전공교육과정 개설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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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SCU 101 기초조소 1 2 4

2 SCU 151 기초조소 2 2 4

2

1

SCU 201

SCU 202

SCU 203

소조 1

석조

재료기법 1

2

2

2

3

3

3

2

SCU 251

SCU 252

SCU 253

소조 2

목조

재료기법 2

2

2

2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SCU 301

SCU 302

SCU 303

SCU 304

SCU 401

SCU 402

SCU 403

소조 3

혼합조각

서양조각사

금속조 1

소조 5

조소창작실기

혼합조각연구 1

2

2

3

2

2

2

2

3

3

3

3

3

3

3

2

SCU 351

SCU 352

SCU 353

SCU 354

SCU 451

SCU 452

SCU 453

소조 4

설치와 매체

동양조각사

금속조 2

소조 6

현대작가세미나

혼합조각연구 2

2

2

3

2

2

2

2

3

3

3

3

3

3

3

■ 조소 전공교육과정 개설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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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KOP 101 기초한국화 1 2 4

2 KOP 151 기초한국화 2 2 4

2

1

KOP 201

KOP 202

KOP 203

한국화실습 1

서예

인물화연구

2

2

2

3

3

3

2

KOP 251

KOP 252

KOP 253

한국화실습 2

문인화

선묘연구

2

2

2

3

3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KOP 301

KOP 302

KOP 303

KOP 304

KOP 401

KOP 402

KOP 403

형상표현 1

회화표현기법

동양미술사

산수화연구

수묵채색화 1

한국화창작실기 1

현대회화 1

2

2

3

2

2

2

2

3

3

3

3

3

3

3

2

KOP 351

KOP 352

KOP 353

KOP 354

KOP 451

KOP 452

KOP 453

형상표현 2

회화재료기법

미학

색채조형

수묵채색화 2

한국화창작실기 2

현대회화 2

2

2

3

2

2

2

2

3

3

3

3

3

3

3

■ 한국화 전공교육과정 개설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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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창 균
불교미술 불교회화실습 1, 2, 불교미술개론   

동국대 미술 / 홍익대 미술사학 / 동국대 미술사학 박사

김 대 열
한국화 한국화 1, 2, 3, 4

동국대 미술학 / 대만사범대 미술학과 / 단국대 사학 문학박사

오 원 배
서양화 드로잉 1, 2,   서양화실습 1,2 서양화창작실기 1, 2

동국대 미술 / 동국대 미술교육 교육학석사

오 병 욱
서양화 서양미술의 이해,  기초회화 1, 2,  회화 3, 4

서울대 회화 / 서울대 회화 / Paris Ⅷ대 조형미술학박사

김 황 록
조  소 기초조소 2, 조소창작실기, 소조 1,3,4 

서울대 조소 / 서울대 조소 문학석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작가

 • 각 전공 기초교육과목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드로잉 1,2

  불교미술개론

 • 각 전공 전문교육과목

  상연구, 설치와 매체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현대문학사, 현대조형

  서계문학특강, 불화표현기법

미술교육자

  기초불교미술 1,2

  기초한국화 1,2

  기초회화 1,2

  기초조소 1,2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판화

  현대미술론, 

  색채와 디자인

  불교회화 1∼4

  한국화실습 1∼2

  회화 1∼4

  소조 1∼4

  미학

  기초불교미술 1,2

  기초한국화 1,2

  기초회화 1,2

  기초조소 1,2

  미술비평론

  조형론, 상연구,  현대조형

이론가 및 

미술관계

기관종사

 • 각 전공 기초교육과목

  색채와 디자인

  판화,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현대미술론

  불교조소론,  불교회화론

  불교공예론

  불교회화 1~4

  한국화 1∼4

  회화 1∼4

  소조 1∼4

  회화표현기법

  회화재료기법

  미학,  동양미술사

  상연구, 세계 화사

  현대조형, 예술론

  광고카피론, 현대문학사

  미술비평론, 박물관학과 실습

  불교회화론, 불교조소론

  불교회화론, 불교건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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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IDP101  드로잉 1 

         Drawing 1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

을 기르고 동, 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 습득

한다. 아울러 평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

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IDP102 서양미술사 

         History of Art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명

의 미술양식들과 시대적으로 중요한 여러 종

류의 미술양식들의 전개과 특성을 학습한다.

IDP151  드로잉 2 

        Drawing 2

(드로잉 Ⅰ)의 계속

IDP201 판화 1 

        Print  Making 1

판화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술표현 

양식으로 현대미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

고 있다. 판화의 종류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발전하 다. 목판, 동

판, 석판, 스크린 프린트 등 여러 판 종이 있

으나 수업 기간의 여건상 동판을 중심으로 

기초표현 기법을 습득하고, 자유제작을 통하

여 판화를 통한 간접표현 방식으로 조형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IDP202  조형론 

        Theory of Plastic Arts

시각현상에 관한 제 원리의 기본관계를 연구

하고, 그 원리를 분석, 종합, 응용할 수 있는 

조형의식을 함양한다.

IDP203  불교미술개론  

        Introduction to Buddhist  Art

인류가 남긴 최고 걸작의 유산이자 종교미술

의 극치라고 평가되는 불교미술을 조각, 회

화, 건축, 공예 등 4분야로 나누어 그 형식이

나 내용, 의미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 아

름다움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학습한다.

IDP204  미술해부학 

         Art  Anatomy

인체의 유기적인 구성미를 관찰하고, 작품상

에 구현된 인체미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미적

인 표현 능력을 습득한다.

IDP205 색채와 디자인 

        Color and Design

색은 조형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므

로 색채의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및 다양한 

변용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여 각 분야에 걸

친 색의 응용을 탐구한다.

IDP251  판화 2    

        Print  Making 2

1학기 수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판 종의 선택

(동판, 목판, 석판, 스크린, 프린트),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학기의 

판 종을 계속 진행하여 표현의 도를 높이

고 판화 예술을 이해하고, 현대 미술 표현과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DP252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선사시대 미술 즉,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비롯하여 역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발생한 

한국 고유의 미술문화인 회화, 조각, 공예, 건

축의 양식 발달과 변천과정을 올바르게 이해 

증진시키며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적 얼과 전

통성을 찾고자 한다.

IDP253 불교회화론  

        Theory of Buddhist  Painting

불상과 함께 중요한 불교회화의 도상의 미와 

내용, 미양식과 역사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

로 학습한다.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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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표작품을 도판과 슬라이드를 통하여 

강의하며, 현장실습도 겸한다.

IDP254 현대미술론  

         Theory of Contemporary Art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미술사의 기초개

념을 학습하고 현대미술의 필수적인 이론 및 

주요개념을 연구한다.

BUA101  기초불교미술 1  

         Fundamental  Buddhist  Art  1

불교미술실기의 기초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

(불화)과 재료의 종류와 특징 및 사용법 그리

고 도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

을 기본적으로 실습한다.

BUA151 기초불교미술 2  

         Fundamental  Buddhist  Art  2

불교미술실기의 기초단계 후반기의 작품내용

(불화)과 도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좀 더 익히며 재료의 사용법도 다시 

숙지하는 실습을 행한다.

BUA201 불교회화실습 1  

        Buddhist  Painting 1

불교미술의 초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

화)과 도상구도, 형태, 색채, 선, 무늬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BUA251  불교회화실습 2 

        Buddhist  Painting 2

불교미술의 초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불

화)과 도상구도, 형태, 색채, 선, 무늬 등의 

기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BUA202  불화모사수복실기  

         Copying and Restoration in Buddhist 

         Art

대표적인 불교미술을 모사실측하고 파소된 

것을 수리 복원하는 기술을 이론과 실제를 

통해 학습한다.

BUA252  단청실습 

        Danchang

불교사원 건물의 내외를 장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는 단청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습득하게 한다.

BUA301  불교회화 1 

         Buddhist  Art  1

불교미술실기의 중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

용(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등의 기

법을 체계적으로 실습한다. 아울러 현대 감

상 불화의 기초단계도 학습한다.

BUA351  불교회화 2 

        Buddhist  Art  2

불교미술실기의 중급단계, 후반기의 작품내

용(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등의 기

법을 체계적으로 실습한다. 아울러 선화 같

은 감상화의 기법도 익힌다.

BUA302  박물관학과 실습 

        Theory of Museum

인류가 남긴 미술, 고고역사, 과학기술은 물

론 동 ․ 식물, 천체, 우주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유산을 수집, 보관, 연구하고 이

를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동 ․ 식물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본 강좌에서는 

특히 미술박물관의 특징과 실습, 전시와 행

정 등에 중점을 두고 학습한다.

BUA303  불교조소론  

        Theory of Buddhist Sculpture

불교미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인 불교작

가의 도상내용과 의미, 미양식과 역사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한다.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대표작품

을 도판과 슬라이드를 통하여 비교하는 강의

방법을 택하여, 현장실습도 겸한다.

BUA401  불교회화 3 

        Buddhist  Art  3

불교미술의 고급단계 전반기의 작품내용을

(불화)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 등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졸업 작품

의 기초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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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A402  불교건축론과 보수  

         Theory of Buddhist Architecture

불교사원과 불탐의 기원과 전개, 도상내용과 

미양식을 슬라이드, 도판 등을 통하여 체계

적으로 학습하며 보수의 이론과실습도 겸한

다.

BUA352  불화표현기법  

         Buddhist  Painting and Danchang

불화의 제작기법을 익히고, 다양하게 탐구하

고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BUA353  불교공예론  

         The Theory of Industrial  Art

불교공예는 일종의 종교 고예로서 널리 사용

되는 일반공예와 엄연히 구분해야 할 것이

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공예역시 점차로 변

형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의 쓰임새도 규정되

어 있으나 점차로 그 의의를 망각하므로 올

바른 종교 공예에 대한 이해증진에 목표를 

둔다. 

BUA451  불교회화 4 

        Buddhist  Art  4

불교미술실기의 마지막 단계인 졸업 작품의 

내용과 동상의 구도, 형태, 색채, 무늬를 완성

도 높게 실습하여 졸업작품을 완성한다.

BUA452  불화불상론과 실습  

         Practical  talant in the Buddhist Art

새로운 불화불상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기

법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실제로 탐구한다

KOP101  기초한국화 1  

         Fundamental  Korean Painting 1

재료의 특성과 용구의 활용방법을 이해시키

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연습한다.

KOP151 기초한국화 2  

         Fundamental  Korean Painting 2

소재․주제에 따른 표현방법을 습득시키고 

필묵 운용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

KOP201 한국화 실습1 

        Korean Painting 1

전통회화 교수법인 모사 방법을 통하여 회화

정신 및 기법을 익히고 이에 대한 인식을 통

하여 전통의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모색한

다.

KOP251 한국화 실습2 

        Korean Painting 2

한국화 실습1의 심화 과정으로 필묵의 기법,

설채의 방법 등 깊이 있게 체득하여 전통회

화의 표현 능력을 기른다. 

KOP202 서예 

        Caligraphy

문자예술인 서예의 훈련을 통하여 전통 문화

를 인식하고 조형 능력과 창의성을 높인다.

KOP203 인물화 연구 

        Image of character study

전통회화의 인물화 표현 방법과 정신성  

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시대상에 반   

하여 인물화 창작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KOP252  문인화 

        Literati  paintings

전통 문인화 양식의 형성과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기법의 연마를 통하여 시대예술로 

이끈다.

KOP253 선묘연구

         Lines of picture study

동양회화의 기본적 표현방법인 선조(線條)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연마     

을 통하여 회화 창작의 기량을 넓히고 자기  

창작에 활용토록 한다.

KOP302  회화 표현기법  

         Presentation Techniques

각종 재료와 용구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

을 실습하고 새로운 표현 효과를 얻어 창작

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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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303  동양미술사  

         History of Eastern Art  Painting

동양회화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중국 회화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한국, 일본 등과의 향 

관계를 인식한다.

KOP304  산수화 연구 

         landscape

전통 산수화의 창작정신과 준법 수지법등의 

표현방법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현대 산수화

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KOP354  색채조형 

         Color modeling

동양 전통의 색채의 활용과 시각특성를 이해

하고 이에 대한 실기 실습을 통해 자기 창작

으로 이끈다. 

KOP402  한국화창작실기 1  

         Creation Practice of Korea Painting 1

기존의 기법, 기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성

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연마한다.

KOP403 현대회화 1 

Contemporary art 2

자연과 인간사회에서 얻어지는 미적 이미지

를 시각언어로 표출함에 있어 동양회화의 정

신과 기법을 확대하여 깊이 있는 표현 능력

을 기른다.

KOP452  한국화창작실기 2  

         Creation Practice of Korea Painting 2

‘한국화 창작실기1’의 심화과정

KOP453 현대회화 2 

         Contemporary art  2

현대회화 1의 심화과정

KOP301  형상표현 1 

         Image behaviour 1

자연과 인간사회에서 얻어지는 미적 이미지

를 시각언어로 표출함에 있어 동양회화의 정

신과 기법을 확대하여 깊이 있는 표현 능력

을 기른다.

KOP351  형상표현 2 

Image Behaviour 2 

형상표현 1의 심화 과정으로 객관대상과 주

관 감정의 조화를 유도하며 사물에 대한 인

식과 표현 능력의 폭을 확대한다. 

KOP401 수묵채색화 1 

Ink and color picture 1

기초과정에서 습득하고 연마한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시각 언어를 

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KOP451 수묵채색화 2 

Ink and color picture 2

수묵채색화 1의 심화 과정

KOP352  회화재료기법  

Painting Meterial  and Techniques

주제에 따른 재료용구를 선택하여 자기 표현

력을 기른다.

KOP353  미학 

Aesthetic

동서미학의 이해를 통하여 미적 인식 능력과 

지적 사유능력을 기른다.

PAI101 기초회화 1 

Fundamental Painting 1

회화에 있어 기본적인 조형원리를 익히고 기

본적인 재료를 활용하는 기법을 익힌다.

PAI151  기초회화 2 

Fundamental Painting 2

회화에 있어 기본적인 조형원리를 익히고 사

실적인 표현을 통한 조형감각을 학습하며 다

양한 표현을 위하여 여러 사조에 대한 관심

도 갖는다.

PAI201 회화 1 

Painting Practice 1

서양화의 특징, 재료에 대해 익히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 파악과 톤(tone)에 대한 

감각을 익히며 인물의 표현 등을 중심으로 

서양화 기법의 기초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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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251 회화 2 

Painting Practice 2

회화의 매체와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며 구상

적 표현을 통하여 대상의 표현능력과 기법을 

연구한다.

PAI301  회화 3 

Painting 3

전신 인체에 대한 연구, 오브제의 이용, 비구

상회화의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독자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PAI302  현대조형 1  

Modern Mixed Media Workshop 1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 작업의 미학적 특질

을 이론과 실기로써 이해하고, 여러 매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험한다.

PAI303  상연구 

Studies on Image

현대와 같은 복합예술시대에 상이 매우 중

요한 작품의 매체가 되므로, 사진예술을 중

심으로 예술개념을 학습하고 기술적 방법 훈

련과 조형화 작업을 훈련한다. 

PAI304  미디어연구 1 

Media study 1

기법, 재료, 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

적인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PAI354  미디어연구 2 

Media study 2

현대미술의 개념을 인지한 가운데 다양한 창

작실험과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PAI401 회화 5 

Painting 5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동원하

여 자유로운 주제의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AI402 서양화 창작실기 1  

Creative Practice of Painting 1

현대회화의 새로운 예술정신을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실험을 통한 독창적인 

양식을 추구하여, 졸업 후 개성 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인도한다. 

PAI403 혼합매체 1 

Multi  medial  1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다양

한 표현기법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주제의 독

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PAI453 혼합매체 2 

Multi  medial  2

주제나 어떤 사조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적인 

작품제작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AI351 회화 4 

Painting 4

설치미술, 대지미술, 미니멀아트, 개념미술, 

사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등의 다양한 현대미

술의 개념을 인지한 가운데 다양한 창작실험

과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PAI352 현대조형 2  

Modern Mixed Media Workshop 2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 작업의 미학적 특질

을 이론과 실기로써 이해하고, 여러 매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험한다.

PAI353  미술비평론 

Critical  Issues in Art

현대 동서양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평과 미학원리, 예술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살피며 비평의 과제와 작품을 연

구하여 개인의 작품세계를 넓힌다. 

PAI451  회화 6 

Painting 6

근대 이후 현대의 모든 미술의 흐름을 연구, 

발표, 감상, 토론을 통한 학습과 어떤 주제나 

어떤 사조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적인 작품제

작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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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AI452  서양화 창작실기 2  

Creative Practice of Painting 2

현대회화의 새로운 예술정신을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실험을 통한 독창적인 

양식을 추구하여, 졸업 후 개성 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인도한다. 

PAI202  드로잉연구 1 

Studies on Drawing 1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

을 기르고 동, 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 습득

한다. 아울러 평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

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PAI252 드로잉연구 2 

Studies on Drawing 2

드로잉을 통하여 사물의 관찰력과 표현능력

을 기르고 동, 서양의 소묘기법을 응용 습득

한다. 아울러 평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입

체적인 표현에의 관심도 갖는다.

PAI203  조형 실기 1 

Plastic art  1

재료에 대해 익히고 구상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 파악과 톤(ton)에 대한 감각을 익히며 

인물의 표현 등을 중심으로 서양화 기법의 

기초를 익힌다. 

PAI253  조형 실기 2 

Plastic art  2

매체와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며 구상적 표현

을 통하여 대상의 표현 능력을 함양한다.

SCU101 기초조소 1 

Fundamental Sculpture 1

인체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조형감각을 학습

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표현방법을 연구한

다. 

SCU151  기초조소 2 

Fundamental Sculpture 2

인체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조형감각을 학습

하며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구상적 

표현을 학습 ․ 심화한다.

SCU201  소조 1 

Modeling 1

점토를 매체로 사실적인 인체 표현을 연구한

다.

SCU251  소조 2 

Modeling 2

소조 1의 심화과정

SCU301  소조 3 

Modeling 3

점토를 매체로 다양한 인체 표현을 연구한

다.

SCU351  소조 4 

Modeling 4

소조3의 심화과정

SCU401  소조 5 

Modeling 5

점토를 매체로 다양한 인체 표현을 연구한

다.

SCU451  소조 6 

Modeling 6

소조5의 심화 과정

SCU402  조소창작실기  

Creation Practice of Sculpture

모색 가능한 방법과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개념을 추구한다.

SCU403  혼합조각연구 1 

Combined Sculpture 1

혼합조각의 심화 과정

SCU453  혼합조각연구 2 

Combined Sculpture 2

혼합조각연구 1의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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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353  동양 조각사  

History of Eastern Sculpture

동양조각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전개의 특성

과 배경을 고찰한다.

SCU452 현대작가세미나 

Seminar about Contemporary Sculptor

현재 활동중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

품세계를 연구한다.

SCU302  혼합조각 

Combined Carving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한 다양한 조각의 기법

을 연구한다.

SCU202  석조 

Stone Sculpture

인체 또는 추상형태를 주제로 석재의 특성에 

따라 기법의 다양한 방법과 조각성을 모색하

고 표현한다.

SCU203  재료기법 1

Material  study 1

점토 속성을 통하여 그 형태 및 기법을 연구

한다. 다양한 재료를 매체로 그 기법과 물성

을 연구한다. 

SCU253  재료기법 2 

Material  study 2

배료 기법 1의 심화 과정 

SCU252  목조 

Wood Sculpture

인체 또는 추상형태를 주제로 목재의 특성에 

따라 기법의 다양한 방법과 조각성을 모색하

고 표현한다.

SCU303  서양조각사  

History of Western Sculpture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서양조각사 중심으

로 역사적전개의 특성과 배경을 고찰한다.

SCU304  금속조 1 

Metal  work 1

금속을 재료로 그 기법과 물성을 연구한다.

SCU354  금속조 2 

Metal  work 2

금속조 1의 심화 과정

SCU352  설치와 매체 

Installation and Media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의 개념을 연구하고 실제 작업을 통해 

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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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연극 및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예술분야는 연

기, 연출, 극작, 무대미술, 기획 등의 각 요소들

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일 뿐 아니라 20세기 말 

이래 미디어 광고, 연예 오락 등 각종 기술, 산

업 현장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날로 그 역

을 확장해가고 있다. 본 학과는 이런 연극예술 

본연의 위상을 존종하고 아울러 신속히 변화해

가는 시대적 흐름 속의 연극의 위치를 재정립

하면서 학과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하고 있다. 첫째, 전문 직업배우의 양성, 둘째, 

공연 예술 창작 현장의 각 분야 전문 공연예술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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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예술 창작의 핵심 분야일 뿐 아니라 화 및 

TV드라마 산업의 근간을 이룬다. 공연예술학

부는 무엇보다 이러한 연기 예술 분야를 특성

화하여 전문적인 연기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기를 위한 음성, 신

체 등 각종 기초훈련 및 성악과 무용 실기를 

통한 기초 역량의 연마, 희곡의 분석과 해석에 

기초한 인물 구축과 역 창조, 제작 실습을 통

한 현장경험, TV, 화, 광고 등의 상연기를 

위한 매체 적응의 기술, 연극사 및 비평이론을 

통한 배경적 지식의 습득 등 연기예술에 관련

된 모든 분야의 교육을 통해 유능한 자질과 능

력을 갖춘 최고의 전천후 다매체 연기자를 배

출한다. 

2. 전문 공연 예술가의 양성

  최근 공연 예술은 지금까지의 순수 연극 이외

에도 대형 뮤지컬, 각종 이벤트 등 그 범주를 확

장해가고 있다. 본 학과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

는 공연예술 창작 현장에서 요구되는 각종 무대

예술가들-연출가, 디자이너, 무대감독, 공연기획 

및 제작자, 작가를 배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 극문학에 대한 심층적 교육, 각종 연출의 개

념설정과 현장 방법론, 무대 디자인과 각종 극

장 기술들을 제작실습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적 

교육을 실시해 공연 창작에 필수적인 각 분야의 

전문 무대 예술인들을 배출한다. 

3. 공연 예술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미디어, 상, 광고, 연예오락 등 각종 산업과 연

계된 공연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의 배

출 역시 본 학과가 설정한 주요 목표의 하나이

공연예술학부
Performing Art
(Theatre, Musical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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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공연예술 창작에 관한 방법과 기술들

을 공연적 고부가가치 산업에 창조적으로 적용

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을 교육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정치 및 문화 이벤트, 오락 및 연예산업 분

야 등의 기획 및 연출, 진행자로서의 전문인을 

양성한다. 

  4. 대학원 중심의 연극전문가 및 연극학자의  

     배출 

기존의 일반 대학원 연극학과 및 현재 계획 중

인 실기전문 대학원 체제를 통해 한국 연극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연극학자를 육성하며, 

또한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대학원 실기교육

을 통한 고급 전문 연극인들을 배출할 계획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오랜 전

통위에서 인성의 창조적 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뮤지컬 및 연극분야는 끊임없는 탐

구와 개척의 대상이다. 뮤지컬 및 연극은 극문

학(희곡)을 근간으로 연기, 연출, 무대미술, 조

명, 기획 등의 독립된 전문분야로 이루어진 종

합예술이다. 특히 20세기 말 이래 미디어, 광

고, 연예오락분야 등의 각종기술, 산업 현장과

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연극의 역은 날로 확

장되어가고 있으며, 21세기 정보기술과의 결합

으로 새로운 전문분야의 창출은 더욱 가속화되

어질 전망이다.

졸업 후 진로

  공연예술학부의 교육은 정통연극을 비롯해서 

뮤지컬, 각종 이벤트 뿐 아니라 현대 정보기술

사회의 총아인 각종 상, 이미지, 광고 산업으

로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연

극배우 및 화나 TV나 각종 매체의 연기자, 

연출가, 무대미술가, 무대기술자, 기획자, 평론

가, 학자로 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

다. 학생들은 4년간의 학업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의 기회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진

정한 가능성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냉철히 점

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연극학과라는 

둥지 안에서 자유롭게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외부를 향한 상상의 날

개를 펼쳐야 할 것이다.

전공

학점

단수   54학점 (전문27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작품

외국어패스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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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연극, 뮤지컬 전공)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IDF 101
IDF 102

기초연기1
연극개론
가창실기 1

2
3
2

3
3

3

2
IDF 151
IDF 153

기초연기2
극장기술기초
가창실기 2

2
3
2

3
3
3

2

1

DRA 201
DRA 202
DRA 203
DRA 204
DRA 205

한국연극사1
소리훈련1
중급연기1
신체훈련1
서양연극사1

3
2
3
2
3

3

1

3

3
2
3

2

DRA 251
DRA 252
DRA 253
DRA 254
DRA 255

한국연극사2
소리훈련2
중급연기2
신체훈련2
서양연극사2

3
2
3
2
3

3

1

3

3
2
3

전문

교육

과목

3, 4

1

DRA 301
DRA 302
DRA 303
DRA 304
DRA 305
DRA 306

연극연출1
희곡론
연극제작실기1
무대디자인
가창실기1
연극제작실기3

3
3
3
3
2
3

1
3

1

2

6
2
3
6

2

DRA 351
DRA 352
DRA 353
DRA 354
DRA 355
DRA 356
DRA 357

연극연출2
조명디자인
연극제작실기2
동양연극
가창실기2
연극제작실기4
매체연기

3
3
3
3
2
3
2

1
1

3

2
2
6

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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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공연예술학부의 교과목은 실기와 이론과목을 고루 갖추되 특히 연기 전공 희망자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연기 실기 교육에 비중을 두어 짜여져 있다. 또한 무대 현장을 위한 전문교육으로서 무대미술과 무대기술

의 이론과 실기를 위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극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극문

학, 연극사, 연극교육 등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균형 있게 제공되고 있다. 신입생들은 

교양과목들과 함께 연기 및 극장기술에 관한 전공기초과목 및 연극개론들을 수강해야 하며 저학년에서 고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연기 및 세부 전공 실기 그리고 제작실기를 중심으로 한 심화된 전공 실기 과목들과 

함께 동서양 연극사와 극문학에 관한 이론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전공분야에 따른 효율적인 교과

목 이수를 위해서 학생들은 매학기 초 학업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또한 교과목이수와는 별도

로 연극학과의 학사내규에 따라서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는 work-shop공연에도 일정 횟수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진출분야 전공기초과목 전공 심화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연극교사
연극개론
기초연기1,2
극장기술기초1,2

서양연극사1,2
한국연극사1,2
연극제작실기1,2
연극연출1,2
연극영화 교재연구 및 지도법
연극영화교육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실습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공연 ․ 영상산업 
관련 현장 전문직
(배우, 연출, 기획,
 제작, 예술감독)

연극개론
기초연기1,2
극장기술기초1,2

중급연기1,2, 신체훈련1,2
소리훈련1,2, 가창실기1,2
매체연기1,2, 연극연출1,2
연극제작실기1,2,3,4

현대 희곡이론 및 강독
색체와 디자인
영상연구
미디어산업론
셰익스피어

공연산업관련 이론
(문화이론가, 비평, 

드라마터지)

연극개론
영화개론
희곡창작입문

희곡론, 서양연극사1,2
동양연극사1,2
연극비평, 한국연극사1,2

현대 희곡 이론 및 강독
세계영화사
영상산업론
대중문학특강
희곡창작연구
대중문화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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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김 방 옥

연극이론 서양연극사1, 2, 희곡론

홍익대 미술 / Arizona주립대 연극 / 이화여대 국문 문학박사

신  섭

연출 및 연기 중급연기1, 2, 연극연출1, 2, 연극제작실기3, 4

동국대 연극 화 / 동국대 연극 화 문학석사

이 동 훈

조명디자인 무대미술, 조명디자인, 극장기술기초

동국대 연극 화 / New York시립대 조명디자인 실기 석사(M.F.A)

강 춘 애

동양연극 동양연극사, 한국연극사1,2,

중국문화대 국극 / 중국문화대 연극 / 중앙희극학원 연극문학 문학박사

최  환

 뮤지컬 연기 및 연출 기초연기 1,2 연극제작실기 1,2

 동국대학교 연극 화과 학사, 석사 졸업 

 연출실기석사(M.F.A.)-Western Illinois University 연극과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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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IDF101 기초연기 1  

Basic Acting 1

배우가 자신이 연극표현의 최전면에 나서는 

매체임을 이해하고 신체훈련 및 발성, 발음

의 기초원리와 그 응용의 기초기술을 학습한

다.

IDF102 연극개론  

Introduction to Drama

연극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희곡, 연출, 연

기, 미술 및 극장기술 등 연극요소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연극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원리를 학습한

다.

IDF153 극장기술기초   

Theatre Practicum

극장구조, 기능 및 작업안전 수칙을 포함하

여 장치, 조명에 필요한 도구들과 기자재의 

원리, 사용기술을 익힌다. 또한 공연제작에 

필요한 중급기술을 공부함으로써 디자인 및 

창작의 기초를 쌓는다. 연극제작실기 교과목

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IDF151 기초연기 2  

Basic Acting 2

심신을 자유롭게 하여 섬세한 감정의 반응에 

따라 외적 표현의 과정을 연습함으로써 인물

구축과 역 창조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다.

DRA201 한국연극사 1  

History of Korean Theatre 1

고대 한국 연극의 발생사로부터 삼국 이전,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의 각종 연희와 제

의 및 판소리, 가면극, 꼭두각시극, 그리고 광

대, 재인들의 놀이 실태 등을 문헌자료를 통

해 탐구한다.

DRA202 소리훈련 1  

Voice and Speech 1

호흡과 발성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신체적

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서 자유로운 소리 및 

말하기를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DRA203 중급연기 1  

Intermediate Acting 1

기초연기를 통해 얻은 심신의 체험을 바탕으

로 희곡의 분석 및 인물분석, 인물구축의 이

론과 실제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한다. 

DRA204 신체훈련 1

Stage-Movement 1

배우의 표현매체로서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인

식과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신체의 자유로

운 운용을 위한 연습과제를 집중적으로 실시

한다.

DRA205 서양연극사 1  

History of Western Theatre 1

연극의 발생기원으로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의 연극의 변천과정을 작가, 작품, 극장, 배

우, 관객 등 연극요소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써 시대별 연극요소의 참모습을 조명한다.

DRA251 한국연극사 2  

History of Korean Theatre 2

근대에 들어와 협률사 이래의 극장들과 신

파, 신극, 현대극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역사

를 재조명한다.

DRA252 소리훈련 2  

Voice and Speech 2

 ‘소리훈련 1’의 심화과정으로 자유로운 호흡

과 발성을 토대로 극적 의미를 지닌 올바른 

소리와 말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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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253 중급연기 2  

Intermediate Acting 2

배역 창조를 포함하여 연기의 기초문법 및 

기술체계를 공부하면서 연기의 형태 및 연기

양식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DRA254 신체훈련 2  

Stage-Movement 2

 ‘신체훈련1’의 심화과정으로 배우의 신체표

현능력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신장시키기 위

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DRA255 서양연극사 2  

History of Western Theatre 2

프랑스 신고전주의 연극으로부터 현대연극에 

이르는 다양한 연극사조를 연구한다.

DRA301  연극연출 1  

Play Directing 1

이론과 실기를 통해 종합예술 창조의 총체적 

지휘자로서 연출 문법을 터득케 하여 실제 

작품 제작에 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

록 한다. 

DRA302  희곡분석 

 Theory of Play

그리스 연극으로부터 현대 연극에 이르는 다

양한 희곡양식의 특성과 희곡의 구조를 그 

문학적, 연극적 특성에 따라 연구 분석하고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품의 연구를 병행하

며 희곡 창작기법의 여러 가지 이론 및 변천

과정을 학습한다.

DRA303  연극제작실기 1  

Play Production 1

학기말 공연을 전제로 하여 연극제작의 제 분

야의 역할들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담당하

게 함으로써 세부전공의 탐색 기회를 제공한

다.

DRA304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장치 제작디자인의 기법과 원리를 이해하고 

작품분석에서 모델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공부한다.

DRA305  가창실기 1  

Vocal Training for Acting 1

한국 및 서양의 가창을 위한 발성연습, 악보

읽기, 노래연습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DRA306  연극제작실기 3  

Play Production 3

연극제작실기2의 연속으로 학기말 장편희곡

을 전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세부전공분야로 

참가하며 연극제작과정의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DRA351  연극연출 2  

Play Directing 2

연극연출의 고급문법 및 기법을 학습하고 다

양한 연출의 입장과 연극 형태 및 양식에 따

른 연출의 특성을 학습한다.

DRA352  조명디자인  

Lighting Design

조명디자인의 기법과 원리들을 이해하고 선

정된 희곡을 중심으로 조명디자인의 전 과정

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공부한다.

DRA353 연극제작실기 2  

Play Production 2

연극제작실기1의 연속으로 학기말 공연을 전

제로 연극제작의 제 분야의 역할들을 나누어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부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DRA354  동양연극   

Oriental Theatre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남방 

여러 나라의 전통연극에 대한 내용 및 형식

적 특성을 학습한다. 또한, 현대 연극의 흐름

과 내용 및 형식적 특성을 공부한다.

DRA355  가창실기 2  

Vocal Training for Acting 2

‘가창실기1’의 연속으로 한국 및 서양의 가창

을 위한 발성을 익히고, 악보를 읽고 노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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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배우의 소리표현 

능력을 확장시킨다.

DRA356  연극제작실기 4  

Play Production 4

연극제작실기3의 연속으로 졸업심사를 위한 

작품발표회를 가져야 하며 이의 결과를 제작

노트로 제출하여 졸업 작품 사정의 평가를 

갖는다.

DRA357  매체연기 1 

Acting for Camera 1

화 및 TV, CF 등 각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

고 이에 적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폭넓은 

연기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특징이나 매체

적응도에 따라 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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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문학예술과 응용문학 분야의 모든 장르에 걸

쳐서 창작실기를 연마시키고, 풍부한 인문학 

교양과 비평적 안목을 갖도록 지도함으로써 한

국문학의 보존과 창달, 더 나아가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와 응용문학 분

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1. 전문작가로서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

  문예창작은 창조적인 작업이므로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뛰어난 재능

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 운용과 문화 창조에 

비상한 흥미와 참여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

한 풍부하고 체계적인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종합

적인 인문교양마인드의 함양과 더불어 실제 창

작에 필요한 기량을 연마시킨다.

2.전문작가로서의 사회 진출 대비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스스로 선

택한 세부 전공에 따라 시인 ․ 소설가 ․ 극

문학작가 ․ 동화작가 ․ 평론가 등과 신문 ․ 

잡지의 편집인, 라디오 ․ TV연출가 등 창조

적인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수행한다.  

3. 응용문학 전문가 육성

  사이버 문학, 만화 및 게임 스토리 작가, 방

송 구성 작가 등 응용문학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각 역의 특성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여 입론화하는 한편 이 부문으

로 진출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문화계 동향은 시 ․ 소설 ․ 희곡과 

같은 전통 순수문학뿐 아니라, TV드라마 ․ 

시나리오 ․ 사이버 문학 ․ 만화 및 게임 스

토리 ․ 방송 구성 등 응용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출판 ․ 언론, 

각종 상매체 등 다양한 직종에서 문학적 전

문 소양과 상상력을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

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시대적 변

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뛰어난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력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예창작학
Creativ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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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졸업생들은 문단에 진출하여 전문시인, 작가, 

비평가로 활동하는 것 외에 신문사, 방송국을 

비롯한 각종 언론 ․ 출판기관의 기자, 편집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와 매스

미디어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졸업생들의 진로는 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다. 즉, 개인 문학 활동의 차원을 넘어 출판, 

연극, 화, 방송 등 사회의 여러 문화 역에서 

직 ․ 간접적으로 졸업생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졸업생들의 진로 역은 전문창

작 예술가로서의 문인뿐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

과 전문적 쓰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전공

학점

단수   54학점 (전문27학점 포함)

복수   36학점 (전문18학점 포함)

졸업

학점
130학점

졸업논문형식 졸업작품

외국어패스

교양

학점

기초    12학점

핵심    12학점

학문기초    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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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목

1

1 CRE 101 문학이란 무엇인가 3 3

2

CRE 151

CRE 152

CRE 153

시창작입문

소설창작입문

희곡창작입문

3

3

3

3

3

3

2

1

CRE 201

CRE 202

CRE 203

CRE 204

현대시 이론 및 강독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방송구성입문

3

3

3

3

3

3

3

3

2

CRE 251

CRE 252

CRE 253

CRE 254

시창작실기

소설창작실기

희곡창작실기

시나리오입문

3

3

3

3

1

1

1

1

2

2

2

2

전문

교육

과목

3, 4

1

CRE 301

CRE 302

CRE 303

CRE 401

CRE 402

CRE 403

시창작연습

소설창작연습

희곡창작연습

편집기술론

문학비평연습

세계문학특강

3

3

3

3

3

3

1

1

1

3

1

3

2

2

2

2

2

CRE 351

CRE 352

CRE 451

CRE 452

CRE 453

CRE 454

현대문학사특강

대중문학특강

시창작연구

소설창작연구

희곡창작연구

현대문학이론특강

3

3

3

3

3

3

3

3

1

1

1

3

2

2

2

전공

인정

1

2

KOR 151 국문학개론 3 3

2 KOR 252 현대문학사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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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홍 신 선
시

시창작입문, 현대시 이론 및 강독, 시창작실기, 시창작연
습, 세계문학특강, 시창작연구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장  우
소설/문학이론

문학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현대문학사
특강, 대중문학특강, 현대문학이론특강, 문학비평연습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 동국대 국문 문학박사

이 만 희
희곡/드라마

희곡창작입문,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방송구성입문, 희
곡창작실기, 희곡창작연습

동국대 인도철 문학사

■ 진출분야별 체계적인 이수방법

  문예창작은 시․소설․수필․극문학(희곡․시나리오․TV드라마)․평론 등 모든 장르의 전문가를 육성

하여 한국문학의 보존과 창달, 더 나아가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와 과제로 삼는

다. 이와 함께 신문 ․ 잡지의 편집 등 실질적인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여 창조적 직업인을 기르는 부차적

인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목표와 과제에 따라 문예창작학과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제 창작 과정에 보다 많

은 관심을 기울인다. 

(1) 민족 언어 및 문학 유산들을 올바로 감상하고 탐구하여 그것을 재창조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2) 개성적인 문장력을 갖추어 한 의 아름다움을 보편화 하는 데 기여하며,

(3)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보존하는 한편 그것의 보편화 방법과 기술을 모색하도록 입문→실기→연습→연

구의 4단계를 두어 실제적인 훈련을 시킨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창작 기술을 익히고, 특히 한 가지 이상의 문학장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 공식적인 문단진출에 대비하도록 한다.

진출분야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인접관련학과 과목

전문작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시창작입문, 소설창작입문
시창작실기, 소설창작실기

시창작연습, 소설창작연습
시창작연구, 소설창작연구

현대문학입문
현대소설론, 현대희곡록
문학연구방법

연극 ․ 영상
희곡창작입문,희곡창작실기
방송구성입문

희곡창작연습, 희곡창작연구
시나리오입문

시나리오실기, 애니메이션개론
방송제작연습
신문방송학입문, 기초영상

문화산업
현대시 이론 및 강독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편집기술론, 현대문학사특강
대중문학특강

대중문화와커뮤니케이션
신문보도편집론, 매스컴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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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KOR101 현대문학입문 

Introduction to Moder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향수에 필

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학의 본질과 

기능, 시․소설․희곡 등 주요 문학 장르의 

특징, 문학의 해석과 평가 등 문학 일반에 관

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CRE101 문학이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Literary Theory

문예작품의 창작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의 이

해를 목적으로 한다.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문예장르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타 

상 문예물, 아동문학, 광고카피, 편집 등 제 

분야의 창작기초이론을 습득한다. 

CRE151 시창작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Poetry

시 읽기의 훈련을 통해 시 이론과 언어, 시적 

문체를 익히고 창작 실습을 통해 자신의 개

성적인 언어와 문체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CRE152 소설창작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Fiction

소설 이론과 작품 분석 강의를 병행하여 이

론과 창작의 관계, 실제적인 적용과정을 분

석해 보고 그 결과를 창작실습을 통해서 확

인한다. 

CRE153 희곡창작입문  

Introduction to Writing of Drama

희곡론의 강독, 작품 읽기와 연극 감상을 통

해 극적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연과 희

곡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희곡창작의 기초

지식, 유의사항을 습득한다. 

CRE201 현대시 이론 및 강독 

Theory & Reading of Korean  Modern 

Poetry

한국 현대시 강독을 통해 비평적 사고와 기

술 방법을 수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시

작품론의 비평적 분석 및 실제 창작과정을 

습득한다. 

CRE202 현대소설 이론 및 강독 

Theory & Reading of Korean  Modern 

Novel 

한국 현대소설 및 작품론 강독을 통해 하나

의 작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평적 방법론의 

실제를 이해하고 직접 작품론을 창작하게 하

여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모색한다. 

CRE203 현대희곡 이론 및 강독 

Theory & Reading of Korean  Modern 

Drama

희곡이론과 작품 강독을 통해서 익힌 방법론

을 바탕으로 실제의 작품에 대한 비평과 해

석의 관점, 방법을 공부한다. 

CRE204 방송구성입문 

Introduction to Broadcasting 

Constituent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방송매체에서의 쓰기 원리를 학습

하며, 이를 토대로 TV드라마 작가 및 방송 

구성작가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CRE251 시창작실기 

Craft of Poetry

시창작이론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적인 시

적 언어, 비유, 이미지 등의 조작 방법을 개

발하는 데 목표를 두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확한 시 이해 능력을 기른다. 

CRE252 소설창작실기 

 Craft  of Fiction

소설창작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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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적 방법의 다양

성을 익힌다. 

CRE253 희곡창작실기 

Craft  of Drama

극 양식에서의 대화의 특성에 주의하면서 희

곡적 언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익히고 극적 

갈등의 양상을 창조하는 방법을 실기 위주로 

공부한다. 

CRE254 시나리오 입문  

Introduction to Scenario

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화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의 구성 원리 및 작법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시

나리오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킨

다. 

CRE301 시창작연습 

Practice in Writing of Poetry

각자의 시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

해 시창작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확인한

다. 하나의 대상을 개성적인 시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실제 창작 기

능을 함양한다. 

CRE302 소설창작연습 

Practice in Writing of Fiction

각자의 소설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개성적인 작품 창작을 도모한다. 작품 

창작의 실제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한 고민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창작 능

력을 높인다. 

CRE303 희곡창작연습 

Practice in Writing of Drama

기성 희곡 및  TV드라마, 시나리오 등 극 양

식 제분야의 작품을 실제로 창작하고 그에 

대한 합평회, 강평, 토론 등을 통해서 희곡 

작품 창작의 능력을 배양한다. 

CRE401 편집기술론 

Editing and Publishing

출판과 편집의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하고 잡

지, 단행본, 신문, 안내문 등 각종 출판물의 

편집상 특징과 차이를 익힘으로써 실용적인 

편집의 능력을 기른다. 

CRE402  문학비평연습 

Practice in Literary Critics

시 ․ 소설 ․ 희곡 등의 문학작품에 대한 

현장 비평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실제 비평이 가능토록 비평적 안목을 

키운다. 

CRE403 세계문학특강 

Special Lecture on World Literature

세계문학 가운데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

품을 중심으로 한 강독을 통해 문학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사이의 

교호관계를 살핀다. 

CRE351 현대문학사특강  

Reading in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기존의 한국현대문학사를 텍스트로 하여 문

학사 기술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각 

시기별 주요 작품의 시대적 ․ 미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CRE352 대중문학특강 

A Special  Lecture on Popular

Literary Writing 

대중문학 및 베스트셀러물의 실제 강독과 분

석을 통해 대중적 취향의 향과 그 특징적 

요소를 발견하고 미학적 가치 및 문화론적 

시각의 다양한 관점을 공부한다.

CRE451 시창작연구  

Research on Poetry Writing

각자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합평회를 통

해 시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 문제와 

수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 

노력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한다. 

CRE452 소설창작연구 

Research on  Fiction  Writing

각자의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기교와 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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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합평회를 진행하며 작품의 완

성도와 개성을 높여 작가로 등단하는 예비과

정이 되게 한다. 

CRE453 희곡창작연구 

Research on Drama Writing

희곡 작품을 상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극적인 갈등의 양상, 표현 양식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서 각자 창작품의 개성

을 확인하고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CRE454 현대문학이론특강 

A Special Lecture on Theorie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여러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문학

에 관한 다양한 사상을 익히고 그것이 실제

의 작품 창작과정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도

움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전산 어학전공

전자상거래전공

커뮤니케이션 관리전공

디자인공학

문화학

문화정보경 전공

문화공학전공

소비자학전공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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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지금까지 학문 분류상 인문학과 이학 및 공

학은 서로 분리되어 교육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시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폭 넓은 교육

과 연구가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산

어학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학문분류에서 일

탈하여 인간언어 처리 및 사용에 컴퓨터 기술

을 응용하여, 인문학 분야의 어학과 공학분

야의 컴퓨터공학을 접목하는 첨단 학문분야이

다. 전산 어학 분야에 어학은 인간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간언어의 구조 및 사용에 

관한 기술 및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컴퓨터공

학은 컴퓨터 체계를 설계하고 기술적으로 실행

하는 이론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방향성으로 전

산 어학 과정은 통합 학문적, 학제적 교육을 

지향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전산 어학은 인간과 컴퓨터와의 효율적인 

교류를 위한 연구 분야이다. 이 통합분야는 인

류가 발전시킨 최고의 공학, 정보공학 및 현대

수학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통합과학으로 자리

를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21세기의 정

보화 사회에서 전산 어학은 여러 분야를 접합

시키는 실용적인 첨단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산 어학은 최근 보다 실용적인 연구주제

에 초점을 두는 응용학문의 특성을 보인다. 특

히, 자연언어처리, 기계번역, 음성합성, 음성생

성, 정보검색 등 자연언어와의 접합점을 이루

는 역에 교육 및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전산 어학 연계전공 과정의 졸업생은 전통

적으로 외국어( 어) 훈련을 필요로 하고 컴퓨

터를 주로 다루는 인공지능, 정보통신 계통뿐

만 아니라, 그 응용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분야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

와 관련된 분야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음으로 

이 분야 인력은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

측된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전산 어학
Computational English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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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기초

교육

과목

ENG 151

ENG 204

ENG 205

ENG 254

어학입문

실용 문법

전산 어학개론

담화 문법

3

3

3

3

3

3

3

3

어 문학과 택 2

PHI 102

PHI 253

PHI 351

PHI 355

기초논리학

언어와 분석철학

고급논리학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3

3

3

3

3

3

3

3

철학과 택 1

EGC 451

MAT 204

수학개론

이산수학

3

3

3

3
수학과 택 1

PRI 435

COE 201

COE 253

COE 252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자료구조와 실습

객체지향 언어와 실습

자료처리와 실습

3

3

3

3

2

2

2

3

2

2

2
컴퓨터공학과 택 2

전문

교육

과목

ENG 303

ENG 352

ENG 355

ENG 404

어음성학

어문장구조론

컴퓨터응용 어교육

어의미론

3

3

3

3

3

3

3

3

어 문학과 택 3

COE 302

COE 303

COE 304

COE 351

COE 352

COE 353

형식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 체제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 구성

인공지능

3

3

3

3

3

3

3

3

3

3

3

3

컴퓨터공학과 택 3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박 명 관
형태론 어문장구조론

동국대 문 / Connecticut대 언어 / Connecticut대 언어 언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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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전자상거래 전공을 경제 역, 경 역, 국제

통상 역, 정보관리 역, 회계 및 법 역으로 

나누고 다음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둔다.

  첫째, 인터넷상의 가상기업을 통한 새로운 거

래인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경제 및 국제통상연

구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질서 및 인터넷

무역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여,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과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자상거

래 경제 및 인터넷무역 전문인을 양성한다.

  둘째, 새로운 거래의 패러다임인 전자상거래

에서 기업의 경 , 마케팅, 품질전략의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비즈니스 지식을 배양하여, 가상

기업을 경 할 수 있는 전략과 이론을 갖춘 인

터넷비즈니스 전문인을 양성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인 면에서 웹 관련 

시스템디자인, 보안 및 인증, 전략정보시스템 등 

정보관리 지식을 배양하고, 회계적인 면에서 회

계정보시스템 지식을 겸비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자상거래 

정보관리 전문인을 양성한다.

  넷째, 새로운 경제질서로 인한 법률 및 제도

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고, 경제, 경 , 정보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인을 양

성한다.

  본 과정은 재학생으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관

련 경제, 기술, 법제도, 인터넷 무역, 상거래프로

세스 및 정보관리 전반의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

케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경제, 무역, 인터

넷비즈니스, 정보관리 및 법률 전문인의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자상거래는 지식 정

보 기반의 새로운 형식으로 급부상하 다. 이에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

의 경 혁신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떠올랐으며 우리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터넷무역 및 인터넷 관련 전

문지식과 활용능력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기

술적인 이론과 실무분야에 지속적인 학문적 발

전이 예상되며 그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전자상거래를 전공한 학생들은 전자상거래 

경제 및 인터넷무역 전문인, 인터넷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정보관리 전문인, 전자상거래 법

률 전문인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경제 및 인터넷무역 전문인

- 무역회사의 사이버무역 담당

- 민간기업과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및    

 통상법규 관련 담당

• 인터넷비즈니스 및 정보관리 전문인

-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 인터넷 접속 비즈니스

•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인

- 민간기업과 정부의 전자상거래 법제도 담당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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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기초

교육

과목

PRI 302 경제원론 3 3 경제/국제통상학과 택 1

PRI 305 경 학원론 3 3 경 학과

INT 251

INT 202

INT 304

국제무역실무

전자상거래입문

인터넷무역

3

3

3

3

3

3

국제통상학과 택 2

PRI 308

MIS 304

경 정보학개론

시스템분석 및 설계

3

3

3

3

3

3

경 정보학과 필수

전문

교육

과목

ECO 303

INT 253

ECO 402

국제경제론

국제무역론

정보경제학

3

3

3

3

3

3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택 1

MGT 303

MGT 404

MGT 411

MGT 453

경 전략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품질경

경 정보론

3

3

3

3

3

3

3

3

경 학과 택 2

INT 353

INT 403

국제운송과 물류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3

3

3

3
국제통상학과 택 1

MIS 355

MIS 404

정보전략

정보시스템 보안 및 인증

3

3

3

3
경 정보학과 택 1

ACG 253 회계정보시스템 3 3 회계학과 필수

LAW 457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3 3 법학과 필수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정 창 근
국제상무. 국제경제 국제무역실무. 인터넷무역. 전자상거래입문

동국대 무역 / Kansas주립대 경제 / Kansas주립대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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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커뮤니케이션 관리과정이란 기업체, 비 리 

단체, 공공기관, 정당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메

시지 전달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소비

자, 주주, 언론기관, 유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상호간

에 호의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속, 강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합적으

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프로

그램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통합적 커뮤니케

이션 관리의 주요수단인 광고, 판매촉진, 이벤

트, PR 등의 특성 및 조직 또는 개인의 커뮤니

케이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최적의 커뮤니케

이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

는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매체환경 및 소비시장

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특정분야에 국한된 전

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케

이션과 광고 분야에서는 통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광고홍보학과 신문방

송학 분야의 전문 역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취하여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 및 설득이

론을 실제 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 주체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커뮤니케이션 관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광고홍보학과와 신문방송학과의 기초교육과목

에서 각 2과목씩, 전공과목 역에서 각 4과목이

상 씩, 총 36학점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매체들이 출

현하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체계적

으로 브랜드나 이슈를 알리기 위해 광고 및 홍

보캠페인을 지속해야 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관리과정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토대로 공공에 대한 창의적인 의사전달 

방법을 제안하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캠페

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관리의 추세는 수용자와 메시

지 전달자를 이어주는 최적의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광고, 홍보 

뿐 아니라 프로모션, 이벤트, 스폰서쉽 등 필요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최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관리할 전

문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커뮤

Communication Management

커뮤니케이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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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관리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진

로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기업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관리자

  ∙ 기업 및 공공단체의 홍보 및 위기관리자

  ∙ 광고기획 전문가(Account Executive)

  ∙ 시장분석 전문가(Market Analyst)

  ∙ 판매촉진 및 이벤트 기획자

   (Sales Promotion & Event Planner)

  ∙ 매체기획자(Media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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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총36학점 )

기초

교육

과목

EGC 304

ADV 201

ADV 202

ADV 203

ADV 204

ADV 252

ADV 253

광고학입문

광고전략입문

크리에이티브 입문

광고 심리와 소비자 행동

프로모션개론

뉴미디어와 광고

홍보학 개론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광고홍보학과 택 2

COS 151

COS 203

COS 204

COS 251

COS 252

커뮤니케이션론

매스컴문장연습

커뮤니케이션사

매스컴 이론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3

3

3

3

3

3

3

3

3

3

신문방송학과 택 2

전문

교육

과목

ADV 301

ADV 303

ADV 351

ADV 403

ADV 251

ADV 452

광고홍보조사론

홍보전략론

광고캠페인 사례

멀티미디어 광고제작론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관리론

광고세미나

3

3

3

3

3

3

3

3

3

3

3

3

광고홍보학과 택 4

COS 301

COS 302

COS 303

COS 353

COS 401

COS 452

매스컴연구방법

특수미디어론

P‧R론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산업론

인간 커뮤니케이션

3

3

3

3

3

3

3

3

3

3

3

3

신문방송학과 택 4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최  균

뉴미디어, 인터넷광고, HCI연구 뉴미디어와 광고

한양대 문 / Michigan 주립대 광고학 석박사과정 광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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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장비가 날로 현대화 감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생산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

은 제품의 성능이외에도 색상, 외적미관, 감성

(感性)을 고려한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

을 갖게 되었다. 인건비는 제품에 대한 제반 

비용 중에서 평균적으로 10%정도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지만, 설계에 관련된 비용은 제품의 

가격을 70% 이상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80년 후반부터 설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설

계’라는 단어는 기계, 전자, 건축 분야 등 공학

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계의 문 표현인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서처럼 미술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공학적

인 설계와 미적인 면에서의 디자인은 상호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접목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자인 공학 전공과정에서는 공학적인 의미

의 설계와 미술에서의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조형예술분야, 발

상추론분야, 인간공학 및 기술공학 분야로 구

성된다. 본 전공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체계

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제품, 제품과 환

경, 제품 간의 설계상의 관련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조형능력과 합리적인 제조능력을 겸

비한 디자인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

표를 둔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21세기 제품설계는 미적 외형과 인간의 감성

을 고려한 공학적인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적 디자인과 공학이 결합

해 매우 정 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하이테크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디자

인하는 동안 제품은 효과적인 디자인 통합을 

위하여 제품 엔지니어링 과정에 전달되어야 하

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디자인과 기계적 

디자인의 통합은 의도한 디자인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다. 

  21세기 제품의 디자인 기술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 분야로서 산업화, 정

보화된 다양한 제품개발 환경 속에서 미적 외형

뿐만 아니라, 실용산업제품 디자인 개발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디자인 전문업체, 공학 분야 연구소, 제품개

발 관련업체, 기업 내 제품개발 및 기획 관련 

분야, CAD/CAM/CAE 분야, 그래픽 디자인 

분야, 대학원 진학 등.

디자인공학
Desig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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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기초

교육

과목

ARD 101 Design Communications 3 1 4 건축공학부 필수

EGC 304

ADV 202

광고학입문

크리에이티브입문

3

3

3

3
광고학과 택 1

IDP 205 색채와 디자인 2 1 2 미술학부 필수

ISE 204

ISE 213

ISE 202

인간공학

CAD 및 실습

응용 확률론

3

3

3

3

2

2

2

1

산업시스템공학과 택 2

MGT 252

MGT 305

마케팅원론

마케팅조사

3

3

3

3
경 학과 택 1

전문

교육

과목

ARD 202

ARD 453

건축설계입문 A

Multimedia in Design

3

3

1

2

4

2
건축공학부 택 1

STA 203

STA 301

통계계산 및 그래픽 실습 I

수리통계학 I

3

3

2

3

2
통계학과 택 1

IDP 202 조형론 2 2 미술학부 필수

ISE 311

ISE 401

ISE 416

감성 및 디자인공학

첨단제조공학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3

3

3

3

2

2

1

1

산업시스템공학과 택 2

MME 202

MME 252

MME 254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3D 게임 그래픽 입문

3

3

3

3

3

2 2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택 2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조 암
인간공학, 감성/디자인공학 인간공학, 감성 및 디자인공학

Waseda University (Japan)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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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문화학 연구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새로운 통합학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습득하여 

문화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다.

  2. 새로운 문화학 연구자들을 배출하여 오

늘날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적 상생

과 창조의 기틀을 마련한다.

  3. 새로운 문화학 연구자들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문 후

속 세대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 문화학 연구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

회과학의 분야에도 기존 학문에 대한 새로운 

활력뿐만 아니라 단일 학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조화롭고 창조적인 세계관

의 형성과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학문적 토대 없

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의 기획과 소비는 창조적인 세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문화학 

연계전공의 개설은 기존의 단일 학문체계를 

생산적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문 후속 세대

와 사회적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

문에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적 토대가 된다.

졸업 후 진로

  문화학 연계 전공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

은 정부와 지역단체의 문화재 관리 분야, 끊

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기획이나 

생산분야, 국제적인 문화연대나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문화활동가, 그리고 끊임없이 증가

하고 있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문화비평가나 문화생산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

이나 연구소 등에서 더 심오한 문화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문화연구의 주도자들로 진

출할 수 있다.

문화학
Cultu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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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총  36학점)

기초

교육

과목

CTS 101

GER 202

KOR 152

PHI 352

문화연구와 문화유산

문화와 언어

문화연구입문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3

3

3

3

3

3

문화학술원

독어독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6학점

CTS 102

CTS 103

SOC 253

DEV 008

문화연구 방법론

대중문화론

문화사회학

21C 리더쉽강좌(문화예술)

3

3

3

1

3

3

3

2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사회학전공

교양교육원

6학점

ETH 101

COS 402

KOR 307

HIS 252

CTS 251

CTE 351

윤리문화학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서사문화론

한국문화사

문화상품과 소비문화

웹콘텐츠 제작 입문

3

3

3

3

3

3

3

3

3

3

3

1 2

윤리문화학과

신문방송학전공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6학점

전문

교육

과목

JAP 404

CTS 301

CTS 302

ENG 402

CHI 351

ENG 451

CTS 351

CTS 352

일본문화사

문화연구와 창조적 상상력

상문화와 예술비평

텍스트와 비평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미문화 연구

문화연구와 문화산업

문화연구와 기호분석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일어일문학과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어 문학전공

중어중문학과

어 문학전공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15학점

CTS 401

CTS 402

CTS 403.

국내외 인턴쉽

해외 현장 학습

문화연구 논문 작성

3

3

3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3학점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봉일원
독어학, 문화철학 문화와언어, 문화연구와 기호분석

Paderborn대 (독일)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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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 최종 목표는 문화산업 및 문화정책에 있어  

‘문화기획자’ 양성

- 문화예술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감수성을   

‘문화정보’로 결정화시킬 수 있는 정보마인  

드를 지닌 문화경 자

- ‘문화정보’의 개념과 문화 철학적 배경에 대  

한 기본 인식 훈련

- ‘문화정보’의 수집과 창출능력 배양

- ‘문화정보’에 대한 체계적 경 능력 함양

- ‘문화정보’의 공급과 유통 방법의 습득

-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사회의 조건에 부합하  

는 문화수요의 충족을 위한 각종 기획 및 상  

담 능력: 이벤트, 창조작업, 문화체험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 최근 한국 사회는 문화 욕구의 대중적 폭발  

시대 (청계천 복구에 대한 호응, 상주 문화  

제 참사, 국립박물관 개장 이후의 인파, 거의  

모든 국제 박람회 성공적 개최 등)

- 동시에 문화욕구의 질적 수준이 급격히 제고  

되고 있음

-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급증(한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고도 보편적 안목  

을 가진 문회기획자 자체가 태부족

- 동시에 문화기획의 전문 역 세분화도 시급 

한 실정(경 , 기획, 운 , 업, 홍보, 생산 

업무의 분화)

졸업 후 진로

-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났을 때 가장 권하고 

싶은 직업은 ‘문화기획자’이다. 문화기획에는 

크게 민간경제부분의 ‘문화산업기획’, 공공정책 

분야의 ‘문화정책기획’, 그리고 아직은 전망이 

불분명하지만 생활수준이 일정정도 도달하고 

나면 그 수요가 분명하게 떠오를 ‘문화향수기

획’이 있다.

- 문화기획 분야 못지않게 유망한 것은 ‘문화

경 ’이다.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 모두를 겨

냥한 이 분야의 업무는 일반 기업 또는 행정기

관에서 일반 업무와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에 대한 수요와 생산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 독립된 직업 또는 비즈니스로서 중

요 기업이나 아웃소싱 발주가 증가할 전망이

다.

- 그리고 문화의 산업화 또는 국가정책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재정

경 자’이다. 문화재정은 크게 공적 분야와 사

적 분야에 걸친 재원확보와 재정지출 및 수익

모델 개발의 업무가 있다.

- 문화정보경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당장 적  

용할 수 있는 직업 트랙으로 가장 권할 만한 

것은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관광업’이 있

다. 이제 관광은 단순한 여행의 연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급지식 정보산업 및 지식정보 엔

터테인먼트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범위도 해외로 확대되는 종합 직업이

다. 

문화정보경
Management of Cultur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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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총  36학점)

기초

교육

과목

PHI 205

CTM 101

PHI 352

MGT 252

SOC 253

ADV 252

문화정보경 개론

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습

문화와 역사의 철학

마케팅원론

문화사회학

홍보학개론

3

3

3

3

3

3

3

2

3

3

3

3

1

철학과

문화학술원

철학과

경 학전공

사회학전공

광고홍보학과

18학점

전문

교육

과목

PHI 304

GEO 202

MGT 303

BUA 302

ADV 203

ADV 303

PHE 202

PHI 254

MGT 453

PRI 308

PAI 353

FIL 353

FOR 352

예술철학

성리학과 양명학

삶과 문화

경 전략

박물관학 및 실습

광고심리와 소비자 행동

홍보전략론

체육문화사

한국철학사

경 정보론

경 정보학개론

미술비평론

상산업론

공원휴양 관리학 및 실습

3

3

3

3

2

3

3

3

3

3

3

3

3

3

3

3

3

3

2

3

3

3

3

3

3

3

3

2

1

2

철학과

철학과

지리교육과

경 학전공

불교미술전공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전공

체육교육과

철학과

경 학전공

경 정보학전공

서양화전공

화 상전공

산림자원학과

12-13학점

EGC 151

IDP 252

불교와 한국문화

한국미술사

3

2

3

2

불교학전공

미술학부
2-3학점

CTS 401

CTS 402

CTM 401

국내외 인턴쉽

해외 현장 학습

문화기획서 작성

3

3

3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3학점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홍윤기
사회, 역사, 문화, 철학 방법론 문화정보경 개론, 문화와 역사의 철학

서울대 철학 / 서울대 철학 / 베를린자유대 (독일) 사회철학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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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문화공학 연계전공은 ‘시놉시스’에서 ‘디지

털 시화(詩畵)’ 등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콘텐

츠 산업과 관련된 문화 및 공학의 이론을 학

제적으로 습득하며,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

육을 통해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로 표현된 문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수백 년 동안은 

화나 게임 등의 디지털로 표현된 문화콘텐

츠가 전세계를 주도하는 주요산업으로 등장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 제국에서는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

를 바탕으로 문화를 1차적인 디지털콘텐츠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보편

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1차적인 디지털

콘텐츠 변환분야의 전문인력이 태부족이다. 

그 향은 화나 게임 등의 최종 문화상품

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하여 아시아권에

서만 한류(韓流)로 통할 뿐 전 세계를 그 대

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문화소재의 발굴 

부재 및 소재의 1차적인 가공능력 미비에 있

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강점을 가진 동국대학

교에서 문화의 1차적인 디지털콘텐츠 전환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성된 인력이 우

리나라의 문화콘텐츠분야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 후 진로

∙문화 소재의 발굴 - 출판사, 화사, 게임제

작사, 웹콘텐츠 등 제작업체의 기획 분야

∙발굴된 소재의 1차적인 콘텐츠화

  - 웹콘텐츠 및 CD-ROM 타이틀 제작 및 서  

  비스 분야.

  - 백화점, 서비스 업체 등의 홍보분야

∙디지털 시화(詩畵) 제작 - 문화 산업체의 최  

종 콘텐츠 제작 분야

∙CD-ROM 타이틀 제작 - 유아용 콘텐츠제작  

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 분야

∙웹콘텐츠 제작 - 초등용 콘텐츠 제작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 분야

문화공학
Cultu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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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총  36학점)

기초

교육

과목

CTS 101

CTE 101

KOR 152

PHI 352

문화연구와 문화유산

컴퓨터 활용기초

문화연구입문

문화와 역사의 철학

3

3

3

3

3

1

3

3

2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6학점

CTS 102

CTS 103

SOC 253

DEV 008

문화연구방법론

대중문화론

문화사회학

21C 리더쉽강좌(문화예술)

3

3

3

1

3

3

3

2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사회학전공

교양교육원

6학점

IDP 205

CRE 204

CTE 201

CTE 251

CTE 252

CTE 253

색채와 디자인

방송구성입문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디지털음향편집 입문

그래픽 디자인 입문

문화산업과 역사자료

2

3

3

3

3

3

1

3

3

1

1

3

2

2

2

미술학부

문예창작학과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6학점

전문

교육

과목

CTS 301

KOR 307

FIL 103

CTE 301

CTE 351

CTE 352

CTE 353

CTS 352

문화연구와 창조적 상상력

서사문화론

비디오 제작 기초

디지털 상편집 입문

웹콘텐츠 제작 입문

문화콘텐츠 개발의 실제

시놉시스 제작 연습

문화연구와 기호분석

3

3

3

3

3

3

3

3

3

3

 

1

1

3

1

3

3

2

2

2

문화학술원

국어국문학과

화 상전공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15학점

CTS 401

CTS 402

CTE 401

국내외 인턴쉽

해외 현장 학습

포트폴리오 제작

3

3

3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문화학술원

3학점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박광현
현대문화연구 문화연구입문, 서사문화론

나고야대 (일본)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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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학문(기초)

  소비자학은 소비자 복지향상과 건전한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연

구하는 전공이며 국가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을 돕고 기업은 소비자 서비스를 통한 이

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

비생활을 통해 소비자 복지를 향상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학 전공자는 소비자복지를 위한 행정

업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업무, 소비

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업무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지녀야 하므로 조사연구에 관한 

초지식과 소비자 상담을 위한 타이에 대한 이

해와 배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윤리의식과 객

관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

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리더쉽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장과 소비자 행동의 이해, 소비자 

심리와 상담, 소비자 법과 정책 등의 분야와 

함께 조사연구방법 등의 내용을 공부하고 다양

한 소비자 관련기구(기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국가공인 소비자전

문 상담사 자격 등을 취득하여 소비자관련기관

에 종사함으로써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소

비자 주권시대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앞으로의 소비시장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증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 합리적

인 소비문화 정착으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자 

주권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시장형태와 특성

도 바뀌고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생활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상담인력

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다양화와 거래구조의 복

잡성으로 인해 상품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관련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역시 고객서비스를 통한 시장의 다변화와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로 인해 고객서비스를 통

한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소비자 행정업무를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

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소비자 

단체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

된다. 즉 소비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과 

소비자를 대변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 

요원이 기업이나 정부기관, 일반 시민단체에서

도 필요하게 되므로 소비자학은 매우 실용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 유망 직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졸업 후 진로

  소비자 담당 공무원, 기업 고객서비스 업무

부서, 소비자 교육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정책제안가 등으로 진출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

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들

의 활동 범위 및 수요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학
Consumer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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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주관학과 이수방법

기초

교육

과목

EGC 671

COR 211

소비자와 시장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2

3

2

3
택1

MGT 403 

PRI 309

마케팅 조사

경 통계

3

3

3
택1

LAW 458

PUB 151

소비자법

행정학의 이해

3

3

3

3
택1

HOM 251

HOM 201

소비자의사결정

가계경제학

3

3

3

3
필수

전문

교육

과목

HOM 304

HOM 402

HOM 453

HOM 306

생활설계와 직업

소비자 상담 및 실습

소비자 교육과 정책

가정학 현장 학습 교육

3

3

3

1

3

2

3

2

2

필수

LAW 304

LAW 357

MGT 456

SOC 353

MIS 302

MIS 253

민사소송법 I

민사소송법 II

소비자행동론

사회정책

CRM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3

3

3

3

3

3

3

3

3

3

3

3
택4

■ 지도교수 소개

성   명
전      공 담당    과목

학위  취득  대학

박 명 희
소비자학(가정교육과) 소비자와 시장환경, 소비자 상담, 소비자 의사결정론

서울대 가정교육 /서울대 가정 / 고려대 가정 이학박사

최 창 열
민사법(법학과) 민법총칙, 채권법

성균관대 법 / 성균관대 법 / 성균관대 법학박사

이 상 현
소비자행동분석, Retailing (경 학과) 소비자행동분석, 유통관리

광운대 경  / Purdue대 호텔마케팅 / Purdue대 소비자행동 Ph. D

김 경 재
경 정보학 (경 정보학과) 데이터마이닝, CRM,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ERP/SCM

중앙대 경  / KAIST 경 공학 / KAIST 경 공학 공학박사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자유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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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교양

 가. 교직관련 이수 안내

   

구분 사범계 학생 비사범계 학생

이수자격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 자격

을 자동적으로 취득함

교직개설학과의 2학년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기간에 선발된 학생에 한함.

이수요건

① 교육부 지정 교직과목 10과목 (4주이상의 교

육실습 포함)이수

②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이수 

③ 단수 학위취득을 위한 전공 최저이수학점 및

   전문과정 ½ 이수

① 교육부 지정 교직과목 10과목 (4주이상의 교

육실습 포함) 이수.

②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이수 

③ 단수 학위취득을 위한 전공 최저이수학점 및

   전문과정 ½ 이수

④ 교직과목과 전체 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은 각

각 80점 이상

⑤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복수 및 부

전공자 포함)는 4주 이상의「산업체현장실습」

을 별도 이수

주의사항

① 학위졸업요건 +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② 교직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각각 전공 42학

점 이상과 해당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

도법을 이수하여야 함

① 학위졸업요건 +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②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위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교

원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음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1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5호

자유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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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요건

 ※ 위 <교직과목이수요건>은 추후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될 경우 이수요건이 달아질 수도 있으므로 교직선발 후 

배부되는 [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숙지하여하 합니다. 

 

구분 교직복수전공 교직부전공

이수자격

매 학기 학위복수전공신청기간에 신청.선발된 자로서 교직복수전공여석에 선발된 자

< 사범대, 비사범대 06학번 입학자부터 교직복수인원제한 적용 > 

* 사범대학으로의 교직복수선발가능인원 : 입학정원의 50%

* 교직과정설치학과로의 교직복수선발가능인원 : 입학정원의 10%

이수요건

①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

도법) 이수

②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주전공 최저이수학점은 42학점이상 )

④ 교직복수 전체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

(※교직설치학과로의 교직복수전공시 사범대,  

  비사범대 학생 모두 적용)

⑤ 주전공의 학위취득요건 및 교직이수요건+

학위복수전공취득요건+교직복수전공이수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

도법) 이수

②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 

④ 교직복수 전체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점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

(※교직설치학과로의 교직복수전공시 사범대,  

  비사범대 학생 모두 적용)

⑤ 주전공의 학위취득요건 및 교직이수요건+

학위복수전공취득요건+교직복수전공이수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격증

및 진로

① 주전공 교원자격증 외 별도의 교원자격증 

취득

② 2개 과목 교직 진출 가능

① 주전공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과목만을 추가

로 표기

② 2개 과목 교직 진출 가능

임용고사

응시자격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지역별로 다름)

특이사항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즉, 교직 주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교직복수전공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함 



2007 Course Catalog 

566

다. 교직과목 개설학과

  

대학 설치학과 및 전공 비고

불교 불교학부 (불교, 인도철, 선)

국어국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사, 철, 윤리문화, 중어중문, 영어영문, 
영어통번역

문과

이과 수, 물리, 화, 통계, 생명과학

법학과법과

사회과학부 (정치외교, 경제, 행정)사회과학

경영 경영학부 (국제통상, 경영, 회계)

식물생명공, 산림자원, 식품자원경제, 식품공생명자원과학

전자공, 전기공, 생명 ․화학공공과

컴퓨터공, 정보통신공정보산업

미술학부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연극학과예술

영상미디어학부 영화영상전공

 

표1) 교직과목 이수시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교육실습)

실습
비고

사범계 비사범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ERC101

ERC102

ERC103

ERC104

ERC105

ERC106

ERC108

ERC109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사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실습

각과 교과교육론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2

2

2

2

2

2

2

2

2(3)

2(3)

2

2

2

2

2

2

2

(4주)

2(3)

2(3)

1-1

1-2

2-1

2-1

2-2

2-2

3-2

4-1

2-2

2-1

3-2

2-2

2-1

4-1

3-1

4-1

표2)참조

표3)참조

직필 ERC110 산업체현장실습 0 (4주)
전자,전기,

생명․화공

계 20(22) 20(22)

 표2) 각 학과별 교과교육론(개설시기: 3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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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

점

시

간

해당전공 및 학과

(교재연구및지도법과 

동일)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ERC301

ERC302

ERC303

ERC304

ERC305

ERC306

ERC307

ERC308

ERC309

ERC310

ERC311

ERC312

ERC313

ERC314

ERC315

ERC316

ERC317

ERC318

종교교육론(Religion Education)

철학교육론(Philosophy Education)

국어교육론(Korean Education)

영어교육론(English Education)

독일어교육론(German Teaching)

일본어교육론(Japanese Education)

역사교육론(History Education)

지리교육론(Teaching of Geography)

교육학교육론(Subject Matter Education)

가정교육론(Home Economics Education)

체육교육론(Theory of Physical Education)

도덕․윤리교육론(Theory of Moral-Ethical Education)

수학교육론(Mathematics Education)

물리교육론(Physics Education)

화학교육론(Chemistry Education)

일반사회교육론(General Social Science)

상업정보교육론(Commerce Information Education)

농업교육론(Agricultural Education)

2

2

3

2

2

2

3

3

3

3

3

2

3

2

2

2

2

2

2

2

3

2

2

2

3

3

3

3

3

2

3

2

2

2

2

2

불교, 선

철, 인도철

국어교육, 국어국문

영어영문, 영어통․번역

독어독문

일어일문

역사교육, 사

지리교육

교육

가정교육

체육교육

윤리문화

수학교육, 수, 통계

물리

화

법, 정치외교, 경제, 행정

국제통상, 경영, 회계

식물생명,산자,식자경제,식품공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ERC319

ERC320

ERC321

ERC322

ERC323

ERC324

ERC325

ERC326

생물교육론(Biology Education)

공업교육론(Teaching Method of Industrial Engineering)

중국어교육론(Chinese Education)

연극영화교육론(Pedagogics of Theatre and Film)

미술교육론(Art Education)

컴퓨터교육론(Theory of Computer Education)

공통사회교육론(Social Studies in Education)

공통과학교육론(Integrated Science Education)

2

2

2

2

2

2

3

3

2

2

2

2

2

2

3

3

생명과학

전자공, 전기공, 생명․화학공

중어중문

연극, 영화영상

미술

컴퓨터공, 정보통신공

역교,지교,사,법,정외,경제,행정

화, 생물,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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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각 학과별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개설시기 : 3학년 2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

점

시

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직필

ERC401

ERC402

ERC403

ERC404

ERC405

ERC406

ERC407

ERC408

ERC409

ERC410

ERC411

ERC412

ERC413

ERC414

ERC415

ERC416

ERC417

ERC418

ERC419

ERC420

ERC421

ERC422

ERC423

ERC424

ERC425

ERC426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of Religions)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Materials and Teaching Method in Philosophy)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Textbook Research and Teaching Method of Korean)

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English)

독일어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German Language)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cals of the Japanese and Teaching Methods)

역사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History)

도덕․윤리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Moral-Ethical Teaching Material and Method of Guidance)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Mathematics)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Physics)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Chemistry)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Educational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Method)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Geography)

가정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Home Economics Teaching Materials)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Materials and Teaching Method in Physical Education)

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General Socialogy)

상업정보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Commerce Information)

농업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Agriculture)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Biology)

공업교재연구 및 지도법(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of Industry)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Instruction Method in Computer Education)

미술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of Art)

중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Research on the Teaching Materials and Thesis of Chines Language)

연극영화교재연구 및 지도법(Textbook Study of Theatre and Film and Its Teaching Method)

공통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Practice in Social Studies Education)

공통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Instruction to Materials and Methods in Science Teaching

2

2

3

2

2

2

3

2

3

2

2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2

3

2

3

2

2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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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ERC 101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of Education

이 강좌의 목적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려는 학

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전

문용어와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및 구조, 그

리고 교육학 기초로서의 기본학문 등의 성격

과 의의를 거시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학의 입문강좌이다.

ERC 102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특성, 발당 및 학습이론, 

상담이론 등을 학습하여 교육실천의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ERC 1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Educational Philosophy and

        Educational History

본 강좌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역사적

인 이해가 기초임을 인식하여 인간이해에 따

른 제 교육현상을 통찰하고자 한다.

ERC 104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Curriculum and Educational Evaluation

이 강의는 미래의 교사로서 교육과정 및 평가

분야의 이론과 실천에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

고 이 분야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

론을 통해서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

이 있다. 특히 이 강의의 수강생 대부분이 교

과교육 전공자인 사대생들인 점을 감안하여, 

교과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를 접목시킬 

수 있고, 교육의 실천적 상황에서 이러한 지

식을 올바르게 적용해 나갈 수 잇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ERC 105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교육사회학강좌는 교육과 교육을 둘러싼 제맥

락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현상 및 

교육행위를 사회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교육현장

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행위, 교육현상, 교육문

제에 대한 지적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

도록 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요 목표이다.

ERC 1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Instruc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의 규모와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교육

의 기본 틀마저 변형되고 있는 사회에서 ‘학

습자의 창조적인 사고와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학의 원리와 기법이 교육분야에서 적

용되어지는 모든 경우와 문제해결을 위해 학

습과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를 간 학문적 접근을 통해 총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실천적 학문인 교육공학이 과연 무

엇이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학습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의 의문을 가지고 논의해 나

갈 것이다.

ERC 108 교육행정 및 교육경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이 강좌에서는 교육행정학에 관련된 제이론을 

파악하고 기초지식을 정리모색하며 개념화를 

위한 활용측면을 이해하고, 교육조직에 있어

서 구성원의 형태, 환경 등 제변인의 상호역

동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이론을 개관함으로

써 학습자가 장차 교직으로 나아가 올바른 학

교 및 학급 경 관에 기초한 교육활동의 수행

을 통하여 교육의 극대화에 기여하게 한다.

ERC 109 교육실습  

        Practice of Education

교육학적 배경을 심화하고 교육의 현장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현장을 참관하

고 실제수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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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사과목

 가. 이수대상 : 전 학과 학생 

 나. 자격종별 : 평생교육사 2급(구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다. 이수방법

  • 이수 희망자는 2학년부터 정해진 신청기간동안 이수신청서를 사범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 평생교육실습은 이수자를 대상으로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또는 4학년 1학기 여름방학동안 3주간 실

시하며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라.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과목을 20학점(과목당 2학점 인정 기준)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졸업 예정 학기 초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

를 경유한 후 사범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교육과정표>

  

구분 이수구분 교육부지정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과 비고

필수

평필

평필

평필

평필

평필

평필

평필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LED101

EDU254

EDU403

EDU301

EDU453

LED103

LED102

EDU401

평생교육개론

교육경영론

상담심리학 또는

인간발달과 학습

원격교육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산업교육론

2

3

3

3

3

2

2

3

2

3

3

3

3

2

2

3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평선

평선

평선

평선

평선

여성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직업과 윤리

환경교육론

EGC674

EGC304

EGC621

ETH403

ETH303

여성학

경영학원론

사회복지의 이해

직업윤리문화

환경윤리론

3

3

3

3

3

3

3

3

3

3

 

 

 

윤리문화학

윤리문화학

3과목

이상 

선택필수

실습 평필 평생교육실습 LED401 평생교육실습 - - 실습기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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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LED 101 평생교육개론  

        Theory and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이 강좌의 목적은 평생교육의 원리, 철학적 

기초, 역사적 발전,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을 

탐구하고 그 기초 위에 실제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있다. 더

욱이 이 강좌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

생교육의 기초적 이념들, 이론적 배경, 학습

자 요구, 목적 그리고 목표, 교육적 프로그

램, 방법론, 평가, 행정경영제도 등을 다룰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의 실제

적 양상을 다각적으로 다룰 것이다.

LED 102 평생교육방법론  

        Method of Lief-long Education

이 강좌는 다양한 평생교육 상황에서 요구되

는 학습자의 특성과 방법적 일반원리를 이해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강좌는 성

인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정, 다양한 학습

과정, 자기 주도적 학습 및 전환학습 등을 주

요한 탐구과제를 삼는다.

LED 103 인간자원개발론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udies

이 강좌는 직무, 개인,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

로 기업, 국가 혹은 인간이 시행하는 조직적

인 교육활동에 초점을 두고, 인간자원의 특

성, 활용방법, 계획과 예측 및 훈련, 교육, 개

발을 연구하고, 산학연계를 통하여 기본개념

과 방법론에 대한 현장 적응훈련을 높인다.

LED 401 평생교육실습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실습을 통해 평생교육 이론을 심화하고 현장

경험을 체득하도록 한다.





학칙

학칙시행세칙

공학교육인증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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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건학이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

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

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

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제 2 장  편  제

제4조(대학 및 학부) ① 본교의 서울캠퍼스에는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

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 사범대학, 상미디어학부, 예술대학을 두며, 경주캠

퍼스에는 불교문화대학, 인문과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법정․복지대학, 경 ․관광대학, 사범교육대학, 자

유전공학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을 둔다.(2006.12.18.개정)

  ② 각 대학에는 학과 또는 2개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을 개설한 학부를 둔다.(2006.12.18.신설)

  ③ 각 대학 및 학부에 설치한 학과(전공)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2006.6.1, 

2006.12.18.개정)

제5조(대학원) ①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인 상대학원, 경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

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산업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 및 사

회과학대학원을 두며, 불교문화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원은 경주캠퍼스에 둔다.(2006.6.1. 2006.12.18. 개정)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두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

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

다.(2006.6.1. 2006.10.9. 2006.12.18.개정)

학사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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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 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간에 공동으로 설치․운 하는 학․연․산협

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6조(부속교육․연구기관) 본교의 부속교육․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7조(사무조직) 본교의 사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8조(특별기구) 본교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9조(부속기관) 본교의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10조(부설연구기관) 본교의 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개정)

제11조(의료원 등) 본교에 동국의료원, 일산불교병원을 두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 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직원) ① 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 학교운 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조교를 두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원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 등을 임

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원은 대학(원), 학부, 학과 또는 부속교육․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④ 본교의 각 대학원, 대학, 부속교육․연구기관, 사무조직,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는 각각 대학원

장, 학장,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년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매주 9시간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 담당 등의 개인 사정이나 학과 형편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사 일반

제15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 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

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를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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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5월 8일)

3.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8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한의예과, 의예과는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특

수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 6개월

    3. 석․박사통합과정 : 1년

제19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한의예과, 의예과는 3년(6학기), 

한의학과, 의학과는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 등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의학과, 의

학과는 2배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0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기는 매 학기 초 3주 이내로 한다. 

제21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본교의 전임교원은 본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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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2002학년도이후 교육대학원에 신․증설된 전공에는 현직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의 경우는 현직교직원이 아닌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⑥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국내 산업

체나 연구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지원시 본교와 학․연․산협동

과정을 운 하는 해당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정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안에

서 비재직자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

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24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 또는 인정된 자라도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않았거나 입학전

형자료에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

의 취득은 무효로 한다.

제25조(정원외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정원외 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학사 편입학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2006.12.18.개정)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

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

당 학위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⑤ 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2006.12.18.신설)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

기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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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

기이상 이수한 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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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대학교 수료자 포함)

  ⑦ 타 대학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⑧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

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③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④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⑤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등록

제28조(등록) ①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②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조기졸업자를 제외하고는 학사과정은 8학기, 일반․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

속하여 최대 10학기까지 연구등록하고, 연구관리비와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을 필하

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29조(등록금) ①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공시한다. 

   ②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시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③ 학사과정 학생은 학칙 제18조 제1항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

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은 수

업시간단위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06.12.18.개정)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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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④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1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30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

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고, 그 사유발생일이 학기개시일 이전일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 학기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

에 의하여 반환한다.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3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교과와 이수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표는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전공)별 이수기준 

등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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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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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

만,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이상의 수업을 1

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내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

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21학점 이내,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상인 대학은 24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등의 경우에는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일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

다.(2006.12.18.개정)

  ② 전문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할 수 있다.(2006.12.18.개정)

    1. 상대학원 : 최대 12학점

    2. 경 전문대학원 : 최대 13학점

  ③ 특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④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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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

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등과 같이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석사과정 및 박

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교에서 요구

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②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학사 관련 규정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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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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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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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③ F학점은 과락으로 평점에는 가산하나, 수료학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 8 장  전공결정, 전과,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제43조(전공결정) 대학,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년 2학기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개정)

제44조(전과) 학사과정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전공)로 옮기는 것은 전입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

의 50%(사범계열은 20%)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① 학사과정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외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2.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

   ②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부전공) 학사과정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교

직부전공은 30학점)이상 취득한 경우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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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9 장  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제47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라도 휴

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회에 학사과정은 2학기, 대학원과정은 1학기, 통산하여 학사과정인 경우 6학기(의학과 및 한

의학과는 8학기)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3학기(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질병으로 인하

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자퇴)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제적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제3호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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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자 

    6.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27조 제2항에 의해 재입학한 후 다시 성적경고를 받은 자

    8.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제 10 장  졸업과 학위수여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학년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과정을 모두 마치고, 총 평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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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대학 및 학부(과) 졸업학점
학년별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1 2 3 4

불교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불교문화대학(국악과 
제외), 경영․관광대학

120 30 60 90 120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130 33 65 98 130

인문과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법정․복지대학, 
사범교육대학,   국악과, 간호학과

140 35 70 105 140

한의학과,의학과 

(한의예과,의예과)
160 40

(40)
80

(80) 120 160

   ② 제1항의 수료 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총장이 별도로 정한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특정 외국어에 관한 소정의 시험 및 강의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6.12.18.개정)

     2.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을 포함한다)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52조(대학원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

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문대학원의 수료와 졸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대학원 :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30학점 이상(다만, 화 상학과는 36학점으

로 한다),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경 전문대학원 :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전문석사과정은 45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

체할 수 있다.

  ④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위의 종류) 본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

별 학위명은 학사과정은 별표 3, 대학원과정은 별표 4와 같다.(2006.6.1. 2006.10.9. 2006.12.18.개정)

  ② 전문대학원에 개설한 학술학위 석․박사과정의 학사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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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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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등에 대한 학위수여)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수강생이 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본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에 달한 

경우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7조(공동․복수학위수여)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 하고 공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복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

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를 취소하 을 경우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 징계

제59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이 학칙과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

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법

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급여절차와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

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

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학생회) ① 학생은 학생자치역량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학생회 등의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생지도) 학생 및 학생자치단체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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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공개강좌와 특수학생 등

제66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

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 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청

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연구생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와 시험을 실시하며, 입학 후 소정의 청강료를 

부과한다.

   ③ 연구생은 해당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그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연구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위원회

제69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교무위원회(이 조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은 따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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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 

조에서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본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5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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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반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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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관장한다.

  ⑥ 원활한 위원회 운 을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으로 한다.(2006.12.18.개정)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 에 관한 사항

제 14 장  교수회

제71조(구성) 본교에 전체 교수회와 각 대학별 대학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72조(소집과 개회)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제73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수업과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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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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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

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개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칙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06. 2. 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중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항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평점평

균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감소된 학과의 기존 재적생은 2008년 2

월 졸업자부터 졸업학점을 130학점으로 적용한다. 

②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6. 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

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정보산업대학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예술대학 화․ 상전공에 전공선

택한 자로서 2010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7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각각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상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

게임전공, 상미디어학부 화 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원)명칭과 학과(전공)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정․복지대학 법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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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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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경 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 정보학과 석사과정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경 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 대학원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일반대학원 경 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 정보학과 석사과정과 경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재적생은 2007학년도에 한하여 경 전문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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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인쇄화상전공 재적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언론정보산업대학원 인쇄출판학과 인쇄화상전공 재적생

으로 본다.

3. 인쇄화상전공 이외 전공 재적생은 본교 타 특수대학원의 유사학과(전공)으로 소속변경할 수 있다.

   ③ 제54조(학위의 수여), 제70조(대학원위원회)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표는 학교홈페이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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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학사과정)

제 1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입학) ① 본교에 입학(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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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은 학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나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

로 정한다.

② 편입학은 편입학시험을 거쳐 허가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과 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학과(전공)으로 한다)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④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년별 수료학점만을 인정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대

상 학과는 따로 정한다.(2006.12.18.개정)

⑤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 여부는 학과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쳐 소속 대학장이 결정한다.

제3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편입학은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 해당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 이

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3학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다

만, 예체능계 지원자에게는 실기시험을 부과한다.

③ 학사편입(위탁생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는 재학기간 2년(4학기)동안에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필

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의학과 및 의학

과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의한다.  

④ 본교를 졸업한 자가 학사편입 할 때에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4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직전학년도 또는 학기의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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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재입학원서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재입학은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④재입학심사위원회는 재입학대상자의 재학 중 학년, 취득학점 및 성적, 품행 및 학칙준수여부, 학업이

수능력 및 열의 등을 종합 심사하며, 심사평점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전 교육) ①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제외)이 확정된 자는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학전 교육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입학전 교육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교에 입학하 을 경우에는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6조(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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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되는 

전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된다.

   ② 필수과목은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과목을 지정하거

나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전공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포함한다)을 이수함에 있어 3, 4학년의 전문

교육과목에 개설된 과목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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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할 수 있다.

⑥ 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목으로 지정된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⑦ 서울캠퍼스의 동일 학부 내에서 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학부내의 

어느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나 인정할 수 있다.

   ⑧ 경주캠퍼스의 동일 학부(계열) 내에서 기초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학부(계열)별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⑨ 각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과 이수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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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필수과목) 교양 및 전공과목 등에 필수로 지정된 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

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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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를 이수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기당 이수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2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은 33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재학 중 2회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③ 과목명은 사회봉사로, 성적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하며, 학점은 봉사활동이 종료되고, 결과가 

해당부서에 제출된 학기말에 인정한다.

제11조(현장실습) ①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재학생은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관공서 등에서 현장실습(Internship)을 이수하여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신청서는 소정기간 내에 학업지도교수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진로교육상담팀(경주 취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의 교육기간은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06.10.9.개정)

③ 현장실습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현장실습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6.12.18.신설)

④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는 반 하지 않는다.(2006.12.18.신설)

제12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 ① 학점은 40시간 이상을 1학점의 기준으로 하되, 연수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연수생이 제출한 보고서, 평가표 등을 토대로 현장실습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 

② 현장실습학점은 전공 또는 자유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학점까지 전공최저이수학점(전문교육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6.12.18.개정)

③ 과목명은 ○○현장실습(Internship)으로 표기하며, 성적표시는 P 또는 F로 한다. (2006.12.18.개정)

제13조(현장실습 운 위원회) ①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 위원회를 둔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는 진로교육상담팀(경주 취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2006.10.9.개정)

제 4 장  수강신청

제14조(신청시기)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수강신청기간과 방법

은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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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과 이수학점)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최소 12학점(4학년은 3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최대 21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60학점이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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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

    1.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대학은 18학점 이상, 160학점인 대학은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3학점

    2.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3학점

    3. 교직복수전공을 이수중이거나 공학교육인증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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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학점 이상(7학기 이상인 자는 12학점 이

상으로 한다) 취득해야 한다.

제16조(폐강기준인원) 수강신청학생이 교양과목은 19명 이하, 전공과목은 9명(입학정원이 30명이하인 경우 

5명)이하인 경우 폐강시킬 수 있다. 다만, 필수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수강인원의 제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강신청의 변경) 수강신청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006.12.18.개정)

② 2006.12.18 삭제

제19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취소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4학년은 3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2006.12.18.개정)

   ② 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취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상과목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절학기의 경우 수업개시일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수강을 취소한 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한다.

제20조(재수강) ①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은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 다만,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과

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재수강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에 따른 조치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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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①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이며, 7학기 내에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운 하

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이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3.5년, 석사과정 1.5년으로 한다.

   ③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또는 6학기 이수 중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학과주임교수

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 과목은 매 학기 6학점, 총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⑤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7학기 내에 학사과정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

과정 과목의 총 평점평균은 3.5 이상이어야 하고, 졸업논문은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하고, 조교임용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석사과정 과목 수강) ①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

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수강은 학사과정 재학 중 9학점까지 가능하다. 다만,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

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2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소요학점으로 산정하고, 석사과정 진학시 석사과

정 학점으로도 산정한다. 다만, 석사과정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최저학점 초과분에 한한다.

   ④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소정기간 내에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행

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와 제22조에 의해 이수한 석사과정 과목의 성적은 학사과정의 장학생 선발, 학기 및 졸업우등

생 선정, 졸업성적 환산 등 모든 평점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제23조(신청자격과 허가) ① 학생은 재학 중 2개 학기까지 국내외의 공인된 4년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

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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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를 이용한 단기간 국외유학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3학기 이상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전공)별 입학정

원(또는 기준정원)의 10%이내에서 허가한다. 

④ 교류인정대상은 본교 각 캠퍼스,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대학의 교

육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한다.

제24조(신청과 선발) ① 교류를 원하는 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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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류), 또는 국제교육원(국외교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5조(이수) ① 학생은 교류기간 중 해당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고 교류대학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생략한다.

   ②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졸업해당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①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졸업

학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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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계

열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일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학과주임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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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국내교류) 또는 국

제교육원(국외교류)로 송부된 것, 또는 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⑥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는 반 하지 않는

다.(2006.12.18.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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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및 연수기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국제

교육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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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연수활동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어

학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부여한다.

 

제 7 장 계절학기

제28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개설할 수 있다.

② 수업기간은 5주 내외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수자격)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과 본교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대학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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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수와 학점인정) ① 당해연도 제1학기, 제2학기, 계절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10명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한 과목을 개설한다. 다만, 사이버강좌는 개설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② 매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2006.12.18.개정)

④ 휴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2006.12.18.개정)

제31조(수업료) ①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은 시간단위로 책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수강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업료는 감액, 면제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사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 8 장  시험

제32조(원칙)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은 필답시험을 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시험) 시험은 교과목별로 학기 중 2회 이상의 수시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성적은 종합성적평가

에 반 한다.

제34조(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결시사유발생

일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1통씩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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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행명령통보서 사본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한 경우 : 관련 증빙서류

② 추가시험의 최고성적은 B+로 한다.

③ 응시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에 응해야 한다.

제35조(개별시험) ①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

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증빙서류를 1통씩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은 후 

개별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추가시험 응시기한까지 회복될 수 없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환 : 진단서 

2. 학기말 종료 전에 입  : 현역병 소집통지서 사본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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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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시

험과 개별시험은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38조(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퇴실당하며 그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 9 장  성적

제39조(성적산출) ①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병사로 인한 휴학을 한 자 중 학기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 으나 이후 시험

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개별시험 또는 출석시까지 부과된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평가결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제40조(성적평가) ①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기초교육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30%이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5% 이내로 한다.

③ 전공과목 중 전문교육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40%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외국어강의과목, 교직과목, 실험실습과목, 군사학관련과

목 등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급락표시) 일부과목은 성적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급락만을 표시한다. 이때 급제는 P, 낙제는 F

로 표시한다.

제42조(학점인정)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D◦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번 인정한 학

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그 취득이 인정되었을 경우나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취소하며, 동일과목의 이중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점평균)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과목학점 × 취득평점
       ━━━━━━━━━━━━━━
              수강신청학점수

② 백분율 환산법 및 백분율 환산범위는 따로 정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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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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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성적정정) ① 통지된 학기말 성적을 정정코자 하는 자는 성적통지서에 정해진 정정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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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결석하 을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

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47조(지각환산)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

제48조(유고결석) 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간주되어 사유발생전후 5일 이내에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업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행정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결석으로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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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는 경우

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5일 

2주  

소요되는 실제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제 11 장  우등, 성적경고 및 유급

제49조(우등) ①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대학은 18학점, 160학점인 대학은 20학점 이

상으로 한다)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는 학기우등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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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학기에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2006.12.18.개

정)

  ② 재학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F등급인 과목이 없으며, 전 학년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우

등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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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50조(성적경고) ① 학장은 매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0미만(경주캠퍼스 1.5미만, 한의(예)학과, 의(예)

학과는 1.75미만으로 한다)인 자에게 성적경고 처분을 한다.(2006.12.18.개정)

②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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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적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2006.12.18.신설)

제51조(유급)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매우 불량한 자는 해당학년에 유급시킬 수 있

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전공결정, 전과

제52조(전공결정) ① 학부(계열)별로 입학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 학부(계열)의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

을 선택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2006.12.18.개정)

③ 대학별 전공결정 방법, 기준, 일정 등은 해당 대학 주임교수회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하며, 학장은 그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희망학생의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성적 등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자는 의학계열․사범계열․예체능계열학과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전과)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5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20%로 한다)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2006.12.1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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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간호학과로의 전과

2. 캠퍼스간의 전과

3. 주간 또는 야간으로의 전과 (경주캠퍼스)

4.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

③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전과원을 전입하고자 하는 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과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과

할 수도 있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전공)은 실기시험을, 사범계열 학과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

시한다.

⑤ 전입 받는 대학의 학장은 전과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총장

의 최종승인을 얻어 확정 공고한다.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⑥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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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

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복수전공의 허가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의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

한할 수 있다.

④ 캠퍼스간 교차 및 한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에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다.

⑤ 사범계열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는 비사범계 재학생중 교직과정 이수자와 사범계열 학과에 재학 중

인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학점인정) 2개 이상의 전공이수로 전공 간 중복되는 과목은 6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제56조(이수포기) ①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포기원을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

다.(2006.12.18.개정)

   ② 복수전공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복수전공포기 신청이 없더라도 학장이 강제 취소할 수 

있다.(2006.12.18.신설)

제57조(학위인정) ①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학점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

에게는 복수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소속 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② 복수전공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복수전공의 이수를 마치기 위해 졸업연기를 희

망할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취득하



2007 Course Catalog 

600

으나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 해당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인

정할 수 있다.

제 14 장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제59조(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연계전공의 운 은 연계전공 주임교수가 한다. 다만, 운 상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는 연계전공 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주임교수가 주관하며, 교무처장이 통할한다.

④ 연계전공의 개․폐설, 허가인원 및 허가기준은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생설계전공) ①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

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시 54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함께 소속대학 행

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학생설계전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5 장  교원양성과정

제61조(교직과정) ① 사범계(사범대학 또는 사범교육대학) 학생은 입학과 함께 교직 이수자격을 취득하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계열 학과(전공)소속 학생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재학 

중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선발되어야 한다.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계열 학과(전공)소속 학생은 1, 2학년 누계성적과 교직 인․적성을 반 한 

면접점수로 선발하며, 면접 미응시자 및 면접 부판정자는 성적에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③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 역별 상응과목을 포함한 전공 42학점이상과 교직과목 20학점(또는 22학점)

을 취득하고 각각의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5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에서는 기본이수 역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

다. 

제62조(교직복수전공) ① 교직복수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하며, 교직복수전공 학과의 표

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역과 그에 상응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이상을 취득하 을 경우 각

각의 표시과목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직복수전공은 일반적인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사회, 공

통과학 등 교직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

③ 교직복수(연계)전공의 허가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인원제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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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교직부전공) ① 교직부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한다.

  ②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역과 그에 상응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30학점이상(다만, 2001.12.18 이전 선발자는 21학점)을 취득하 을 경우 부전공 표시과목을 제1전

공 자격증에 표한다.

③ 교직부전공은 일반적인 부전공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의 교

직연계부전공은 예외로 한다.

제64조(교직연계전공) ① 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가 제1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다른 

표시과목(공통사회, 공통과학)의 교원자격을 복수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② 교직연계전공과정에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이 있으며 공통사회는 제1전공이 사학, 역사교육, 지리교

육, 법, 정치외교, 경제, 행정학과(전공)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으며, 공통과학은 제1전공이 물리학, 화

학, 생물학전공인 자가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직연계전공 이수자가 학과(전공)의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역과 그에 상응하는 과목을 포함

하여 전공 42학점을 취득할 경우 해당표시과목의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교직연계전공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전공과정이 아니고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위는 수여하지 않는다. 

⑤ 교직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신청절차 및 시기, 학점이수, 허가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교직 이수자격 상실) 학부에 재학하는 사범계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가 사범계 이외의 

일반학과로 전과할 경우 교직 이수자격을 상실한다.

제 16 장  휴학 및 복학

제66조(일반휴학) ①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

할 수 없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을 소속대학 행정지원

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8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원을 소속대

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2학기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1학년 1학기 중에는 2항의 경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⑥ 학기중간에 휴학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 환불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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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병사휴학) ① 입 명령서( 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 신고서에 입 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제적 처리되며 일반휴학기간 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도 별도로 병사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병사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④ 병사휴학한 자가 입 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

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기중간에 휴학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 환불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제68조(복학 시기와 절차)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전역 예정자 포함)는 매학기 정해

진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복무

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예정일까지 전역하고,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

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1. 질병휴학자 : 건강진단서   1통

2. 입 휴학자 : 

 가.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2통

 나. 주민등록초본                       2통

② 병사휴학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69조(복학 허가와 등록) ① 휴학기간 중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과(전공)의 학생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한의학․의학계열은 제외한다.

② 학기 중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반휴학한 자와 군입대로 인하여 병사휴학한 자의 수업일

수가 5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 다가 복학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7 장  조기졸업

제7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과(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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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신청과 허가)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초 또는 7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

서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한의학(예)과 및 의학(예)과 학생과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72조(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

정을 이수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이상으로 한다.

제 18 장  졸업논문

제73조(졸업논문) ①졸업논문은 학과(전공)에 따라서 논문, 실험실습보고서(조사보고서 포함), 실기작품발

표, 졸업종합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제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학과(전공)교수회 심의 후 학장을 경유하여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 이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과하는 학과(전공)일지라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③ 논문이나 실험실습보고서 등의 주제는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복수전공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74조(용어의 정의) ①「논문」이라 함은 연구결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

한다.

   ②「실험실습보고서」라 함은 실험실이나 실습장에서의 연구결과 또는 사회조사연구의 결과를 보고하

는 것을 말한다.

③「실기발표」라 함은 실제적인 기능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졸업종합시험」은 답안지를 통하여 실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며 전 3개항의 방법을 택할 수 없는 

학과(전공)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지도교수) 학장은 매 학기초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소속 학과(전공)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

로 위촉한다.

제76조(제출시기) ① 졸업논문은 6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7학기말까지 지정된 양식 및 규격에 따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 후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7학기에 졸업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자는 졸업예정 학기에 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제출방식) ①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정본외 부본 2부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실기작품 발표) ① 실기작품 발표는 7학기말까지 학과주임교수가 정한 장소․일시․절차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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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발표로 시행한다. 

   ② 실기작품 발표는 개별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작품 발표가 불가능한 자는 발표 3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기발표연기신청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발표일의 연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심사위원)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주임교수가 선정하며, 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소속 학과(전공) 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학과(전공) 교원이 아닌 위원은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80조(심사) 심사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2인일 경우는 전원일치)로 하며, 합격은 P로, 불합

격은 F로 표시한다.

제81조(기록과 보관) 합격된 졸업논문의 제목은 학적부에 기재하며, 해당 학과에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2006.12.18.개정)

제 19 장 외국어 시험 및 어강의 이수요건 (2006.12.18.개정)

제82조(이수기준)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다음의 외국어시험 및 어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칙 제

51조 2항 1호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6.12.18.개정)

   1. 외국어시험( 어)에서 아래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불교대학 소속 학생은 어 이외에

도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아래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6.12.18.개정)

    

대학(학과,전공)
외국어시험

비고
영어 한자

불교대
문과대(영어영문 제외) 
이과대
사회과학대
생명자원과학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택1>
토익 650점
토플 192점 
텝스 539점

불교대만 해당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2급이상,

한자능력검정시험․한자실력급

수검정시험․실용한자자격검정

시험 3급이상

법과대
사범대(체육교육 제외)

<택1>
토익 680점
토플 200점 
텝스 575점

문과대 영어영문
경영대
영상미디어학부

<택1>
토익 700점
토플 207점 
텝스 600점

   2.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어강의를 6과목(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8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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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광고홍보학과 소속 학생은 11과목(광고홍보학과 전공교육과정의 어강의 7과목 포함)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2006.12.18.신설)

제83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성적으로 하며, 본교 입학전

에 취득한 것도 인정한다.(2006.12.18.개정)

1. 본교 국제교육원

2. 토익(시사YBM 주관)

3. 토플(한미교육위원단 주관)

4. 텝스(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주관)

5.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주관)

6.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주관)

7. 한자실력급수검정시험 (한자교육진흥회 주관)

8. 실용한자자격검정시험(한국외국어평가원 주관)

② 취득한 시험성적표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졸업해당학기 종료일 2개월전(12월말 또는 6월말)까지 

어는 국제교육원에, 한자는 불교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주관

하는 시험에 통과된 학생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06.12.18.개정)

   ③ 졸업대상자로서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치 못한 자를 위해 대체강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강좌를 이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06.12.18.개정)

제84조( 어강의) ① 어강의는 수업을 어로 진행하는 과목으로 교육과정표 또는 강의시간표에 “ 어강

의”라고 명기된 과목을 말한다.(2006.12.18.신설)

   ②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일어일문학과․중어중문학과 소속 학생은 해당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어강의 이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2006.12.18.신설)

제85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외국어졸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2006.12.18.개정)

 1. 군위탁생,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 시각․청각․언어 장애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입학

생, 승려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연예술학부, 문예창작학과 소속 학생

제 20 장 학위수여

제86조(학위수여) ① 학칙과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은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졸업증서(학위)를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의 전공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우등 및 최우등졸업생의 경우 이 사실을 학위증에 기재한다.

제87조(수료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학칙과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수하 더라도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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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만을 인정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자

  2. 외국어 Pass제를 통과하지 못한 자

제88조(공학교육인증) ①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과(전공)에서 공학교육의 졸

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학교육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②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의 명칭은 <별표>와 같이 구분한다.(2006.12.18.신설)

   ③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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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여 대학장이 추천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이 수여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증빙서류 첨부)

3. 기타 추천에 필요한 자료

제91조(수여시기) 명예졸업장은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22 장 평생교육사 과정

제92조(이수신청서) 이수희망자는 소정기간에 이수신청서를 사범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이수학점) 이수희망자는 평생교육관련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20학점(과목당 2학점 인정기

준)이상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실습을 필하여야 한다.

제94조(실습) ① 실습은 5학기 째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3주 이상 실시한다.

   ② 실습 동의서는 이수 희망자가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아 사범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

   ③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가 부담한다.

제95조(자격증발급) ① 재학 중 소정의 평생교육사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에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졸업 해당학기에 사범대학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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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장  시간제 등록학생

제96조(지원자격과 선발) ① 일반 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선발은 당해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시행한다.

③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으로 한다.

제97조(등록과 선발취소)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형에 합격하 어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입학지원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 거나, 전염병, 

유전병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8조(이수와 학점취득) ①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며, 매 학기 9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

득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학생에게 학생증 및 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학적을 관리한다.

③ 시간제 등록학생은 본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9조(편입학 허가) 편입학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0조(학점인정) ① 본교에서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수학하 던 자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전 본교에

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에서 정한 바대로 일반학생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

제101조(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85학점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고, 각 학과(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2006.12.18.개정)

2. 제1호의 이수학점과 관계법령에 의거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부   칙 (2006. 1. 25.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내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예)과, 한의학(예)과 등과 같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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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조치) ① 제15조(신청 및 이수학점)의 적용에 있어서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축소됨에 따라 정상

적인 수료학점 취득이 어려운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3학점까지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② 제20조(재수강) 제1항은 2006학년도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82조(기준 점수)의 적용시 2001년부터 2005년 신입생과 2003년부터 2005년 편입생은 종전 규정을 적

용한다. 다만, 불교대학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 신입생과 2004년부터 2005년 편입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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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편입학) 제4항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교 취득 학점에 대한 인정은 2007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성적경고) 제1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82조(이수기준) 편입생은 해당학년 신입생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88조(공학교육인증) 제2항은 200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은 학교홈페이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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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학교육인증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

다.(2005.12.19 개정)

1.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별(교양, 전공, MSC, 기본소양) 최저이수학점

2. 인증기준별 교과목 이수 요구사항 및 학과(전공)별 학습성과 요구사항

제3조(편입생 및 전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①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전적 대학 및 학

과의 취득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2005.12.19개정)

②인증 받지 않은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공학교육연구센터 내의 공학교육인증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2005.12.19개정)

제4조(공학교육인증 표기)  공학교육인증 표기는 졸업증명서에 하며, 별도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연구센터에서 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2005.120.19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신입생, 2002학년도 편입생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중 제2조 (나)항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19.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2006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