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표 및 약사

동의지천교양대학(College of Liberal Studies)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은 인간,사회,자연의 원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도덕적 인성,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 개방적 소통 능력과 생애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진리를 공유하고 정의에 공감하며 창의로 공명하는 콜라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지향한다.

•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을 배양하는 지적 소양교육

• 지역사회, 국가, 인류에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 합리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자유로운 정신과 지식융합 능력을 함양하는 창의교육

• 문화와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문화예술교육

•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요청되는 소통 능력 및 개방적･다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외국어교육･세계시민교육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선도적 문제해결 능력 및 미래지향적 자아계발 능력을 함양하는 생애관리교육

■ 교육목표

• 2003. 교양과정부 설치

 - 외국어교육원 소속의 영어회화 담당 외국인 강의전담교원 14인을 교양과정부로 소속 변경,  겸임교원 8인을 소속 변경 함

 - 전산정보원의 기본교양과목(컴퓨터활용 Ⅰ･Ⅱ)를 이관 받아서 운영 함 

• 2004. 교원 7인 신규임용

 - 토익교과목 담당 강의전담교원 6인 채용, 9월 국가안보환경과 남북한 관계의 위상변화에 따른 안보학 강좌 개설 초빙교수 1인 

임용

• 2005. 교원 5인 신규임용

 - 안보학 분야 초빙교수 1인 임용, 토익강의전담 2인, 영어회화강의전담 2인 임용

• 2006. 공학소양 교과목 개설

 - 공학인증제 시행을 위한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공학소양 16개 교과목 개설

• 2007. 10월 교양과정부가 교양교육원으로 확대 개편 

 - 각 학과 주관의 선택교양과목을 이관 받아 우리 대학교의 교양과목을 교양과정부에서 개설

 - 학사지원과로부터 시험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교양교육 전반을 운영 함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의전담교원 2인과 역사철학 담당 강의전담교원 1인 임용

 - 교양교육원장은 교무위원으로 승격 

• 2008. 교직과정 관련 업무 담당 전임교원 3인 임용

• 2009. 기본교양 23개 교과목, 선택교양 196개 교과목, 공학소양 16개 교과목, 교직과정 10개 교과목 개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본교양 10개 교과목, 선택교양 8개 교과목 개설

• 2011. 교양교과과정 전면 개편

 - 학년에 맞는 교양과목 개설 및 교양교육 심화를 위하여 기존의 교양과목(2학점/2시간)을 기본교양, 핵심교양(1~2학년 5개영역 

3학점/3시간), 융복합교양(3~4학년 5개영역 3학점/3시간), 공학소양(3학점/3시간) 및 자유교양(2학점/2시간)으로 개편 운영

• 2015. 계열간 교차 수강을 통해 융복합의 기초를 다지는 Bridge교양 개설

 - 교양기초교육의 내실화와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양교육컨설팅을 실시함

 - 브리지교양운영, 동의Bonobo체험활동 우수사례 선정 

• 2016. 동의지천교양대학 설립

 - 8개 교양학부 편제 설치 및 운영

 - PRIME 인문학진흥사업 수행 

• 2017. 교양교육과정 전면개편

 - 기본교양 : 논리적사유와글쓰기(3/3), 문학과삶(2/2), 철학의향기와역사이야기(3/3)

 - 계열기초(3/3) 66강좌, 브리지교양(2/2) 113강좌, 자유교양(2/2) 119강좌, 공학소양(2/2) 2강좌개편 운영

 - 스마트융합정보학 부전공 운영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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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동의지천교양대학 (College of Liberal Studies)

◎ 기본교양

● 실용영어(100017)

Practical English

실용영어는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만을 모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법 지식을 토대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강의에서 제시된 기본 문법과 대화 문장만 제대로 익힌다면 생활 

속에서 쉽고 다양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This course is structured so that students can effectively study only the basic grammar necessary for conversation.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grammar, basic communication can be made possible. With the basic grammar and conversation 

sentences presented in the lecture only, students can easily and variously use English in their everyday lives.

● 지도교수세미나Ⅰ(100078)

Academic Advisor’s Seminar 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지도교수세미나Ⅱ(100079)

Academic Advisor’s Seminar Ⅱ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지도교수세미나Ⅲ(100080)

Academic Advisor’s Seminar Ⅲ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지도교수세미나Ⅳ(100081)

Academic Advisor’s Seminar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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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사회봉사의이해(100087)

Introduction to Volunteerism

사회봉사란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강좌에서는 사회봉사의 필요성 및 사회봉사의 제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자원봉사 실천의 기본적인 소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 general terms, social work is the practice of people working on behalf of others or a particular cause without payment for 

their time and services.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social works and teaches the necessity in the society.  It also 

provides students an elementary knowledge for social work.

● 기본영어(100108)

Basic English

본 강의는 영어 의사소통에 필요한 네 가지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듣기 말하기에 기초를 두고 읽기 쓰기 학습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돕는다. 단어에서 문법까지의 기초 영어 학습을 바탕으로 읽기에서 글쓰기까지 꼭 필요한 스킬을 

체계적으로 익혀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한다. 특히, 에세이 작성에 요구되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을 학습하여 영어기초 능력향상에 도모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improve students' language skills in order to enhance the four areas required for 

English communication, focusing on reading and writing on the basis of listening and speaking. Based on the basic 

English learning from vocabulary to grammar, students systematically learn essential skills from reading to writing, and 

utilize it in real life. In particular, they will develop and learn logical thinking skills required for writing essays, to improve 

basic English skills.

● 문학과삶(100109)

Literature and Life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동서고금의 문학 텍스트를 폭넓게 감상하고 토론함으로써 심미적인 통찰력, 창의력, 상상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나아가 문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인간의 삶과 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타자 배려와 공감의 가치를 

체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quip students with esthetic insight,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by appreciating and 

discussing literary texts with a great variety of topics from  different historical eras and all countries of the world.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understand human life and society in depth, through literature, learning the values of caring about and 

having sympathy for other people.

● 논리적사유와글쓰기(100110)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독창적인 자기표현 능력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 

교과에서는 논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글쓰기 방법을 습득한다.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과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Creative self-expression ability for efficient communication is an essential requirement as long as an intellectual who lives 

in the information age always has to provide it. This course is based on logical thinking and acquires an efficient method of 

writing that can logically express the problems faced by the students. We will also try to develop various writing skills that 

clearly demonstrate the practical purpose and the individual's own personality, based on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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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탐색과생애설계Ⅰ-Ⅰ(100111)

Major Exploration and Life Plan

이 강좌는 각 전공별로 행해지며,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전공에 대한 이해, 전공에 대한 자존감 갖기, 전공탐색, 융․복합 교육, 

학업동기유발, 자기주도 진로설정, 전공 관련 직업 탐색, 장단기 인생 계획 수립.

This lecture might be done by each major course, the following topics are covered: Introduction to major, self-esteem and 

major grants for college, major exploration, convergence education, academic motivation, giving self-directed career 

setting, major related job search, and short-and long-term life planning.

● 전공탐색과생애설계Ⅰ-Ⅱ(100112)

Major Exploration and Life Plan

이 강좌는 각 전공별로 행해지며,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전공에 대한 이해, 전공에 대한 자존감 갖기, 전공탐색, 융․복합 교육, 

학업동기유발, 자기주도 진로설정, 전공 관련 직업 탐색, 장단기 인생 계획 수립.

This lecture might be done by each major course, the following topics are covered: Introduction to major, self-esteem and 

major grants for college, major exploration, convergence education, academic motivation, giving self-directed career 

setting, major related job search, and short-and long-term life planning.

● 전공탐색과진로설계Ⅱ-Ⅰ(100113)

Major Search and Career PlanningⅡ-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전공탐색과진로설계Ⅱ-Ⅱ(100114)

Major Search and Career PlanningⅡ-Ⅱ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지도교수세미나Ⅲ-Ⅰ(100115)

Academic Advisor’s Seminar Ⅲ-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지도교수세미나Ⅲ-Ⅱ(100116)

Academic Advisor’s Seminar Ⅲ-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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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지도교수세미나Ⅳ-Ⅰ(100117)

Academic Advisor’s Seminar Ⅳ-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지도교수세미나Ⅳ-Ⅱ(100118)

Academic Advisor’s Seminar Ⅳ-Ⅱ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능력, 

진로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의 적응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eminar course, through the close consultation of academic advisors, helps students to set up the specific goals for 

their undergraduate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er goals. Students will have the systematized reciprocal 

activities with their advising professors and those activities will effectively help them adjust to the campus lives,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and search and develop the future careers.

● 철학의향기와역사이야기(100120)

Scent of Philosophy and Story of History

인간과 세계, 삶과 학문을 바라보는 깊고 넓은 시야를 기르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철학과 역사의 다양한 내용에 

접근한다. 1부 철학의 향기에서는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사회 문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성찰하고, 기술시대에 인간다움의 의미, 

도덕과 예술의 가치를 철학적으로 성찰한다. 2부 역사이야기에서는 인물과 역사, 기록과 역사, 지역과 역사라는 세 주제와 그 안의 

에피소드를 통해 역사가 담고 있는 다양한 함의를 끌어냄으로써 나를 둘러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o make students foster a wide perspectives on human beings, the world, and learning, this course would approach to the 

various contents of philosophy and history through easy and interesting themes. In the first part of this course,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dominated by science technology, and reflects the values 

of humanity, morality and the arts in the technological age. In the second part of this course, it would make a new look at 

the world surrounding us through drawing various meanings of history in the themes and episodes of people, records and 

regions.

● TOPIKⅠ(100121)

TOPIKⅠ

외국인 신입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서 토픽 3급 또는 4급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hat foreign freshmen acquire TOPIK 3 or 4 by teaching Korean to them.

● TOPIKⅡ(100122)

TOPIK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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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입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서 토픽 5급 또는 6급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hat foreign freshmen acquire TOPIK 5 or 6 by teaching Korean to them.

● 기본한국어(100123)

Bsaic Korean

외국인 신입생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서 한국생활적응 및 학업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hat foreign freshmen adapt to normal  life in Korea and promote academic ability by teaching 

basic Korean to them.

● 실용한국어(100124)

Practical Korean

외국인 신입생들에게 실용적인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서 실제적인 한국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hat foreign freshmen solve inconvenience from practical life in Korean  by teaching practical 

Korean to them.

● 한국사뿌리깊은이야기(100125)

A deep-rooted History of Korea

이 강좌는 한국사의 발전 과정에서 전개된 민족 역량과 문화적 능력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더 나아가 이 

강좌는 한국의 고유한 것을 인식하는 한국사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교양인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lecture is a lesson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e national competence and cultural ability developed in Korean 

history. Furthermore, this lecture will contribute to the cultivation of an educated person who understands our history in the 

universality of world history, in addition to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ity of Korean history that recognizes the 

uniqueness of Korea.

● 생활영어Ⅰ(501887)

Practical English Ⅰ

생활영어Ⅰ은 회화에 필요한 기본 문법사항만을 모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혀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의에서 제시된 기본 문법과 대화 문장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생활 속에서 쉽고 다양하게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Painting life, only the necessary basic grammar English 2 together effectively has been configured so that you can learn. 

Learn grammar naturally, basic communication is possible. Lecture presented at the basic grammar and conversation 

sentence properly if you acquaint a wide range of easy life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 중국어강독(503614)

Chinese Readings

<중국어회화>에 상응하는 강좌로서 모범적인 중국어 문장 읽기를 통해 중국어 해독 능력을 갖추어 전공 강의에 대비하도록 하고 

중국어로 작성된 자료와 정보들을 소화하여 전공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

Trains students to express themselves exactly and to compose various kinds of practical documents such as drill on 

pronunciation, an abundant vocabulary, trade letters, official documents, invitations, etc.

◎ 자유교양

● TOEIC(100100)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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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기본이 되는 읽기, 듣기 및 문법 능력을 배양하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함으로써 토익시험에 대처할 능력을 기른다. 

또한 다양하게 출제되는 토익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익힌다. 나아가 필수적인 어휘와 문법, 

독해력을 함양시켜 실생활에 활용하고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providing English basic skills for students such as reading, listening and grammar, also practice 

sample questions to manage Toeic test. Preparing for a variety of questions focused on actual tests is to help students 

develop vocabulary,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s. This course intends to encourage students to make the best 

use of the expressions in daily life and help them get a job.

● 부산과세계(100105)

Busan and the World

이 강좌는 부산과 경남 지역의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다룬다. 문학, 역사, 전통문화, 인물, 산업과 경제, 과학기술, 예술과 

스포츠, 부산과 세계 다른 도시와의 비교.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In this course the following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topics covers: literature, history, traditional culture, people, 

industry an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the arts and sports, comparison of Busan and other cities in the world and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 전쟁사(200482)

War History

고대 국가가 설립된 이후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전쟁을 선별하여 전쟁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과 전쟁 경과 

및 이후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연구한다

Since being founded in ancient country, through a profound influence of major battles in the history of war after war with the 

historial backdrop and subsequent human beings. Civiliza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war on the new point of view.

● 국가안보론(200508)

National Security Studies

나라의 담장이 무너지면 그 안에 존재하는 희망, 자존심, 일자리도 없다.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후세가 누릴 더 큰 희망, 

자존심, 일자리도 없다. 안보와 통일이야말로 전 국민이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The fence around the country, pride and hope that exist in the collapse, the job. If you do not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future generations can enjoy the greater hope, pride, no jobs. Security and Unification is achieved with the whole nation 

should be national tasks.

● 건강생활과스포츠(200636)

Healthy Life & Sports

이 과목에서는 체력육성의 과학적 지식과 운동방법을 숙지하여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나아가 

비만이나 성인병 그리고 건강한 삶의 태도 등과 운동의 관련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평생토록 중요한 것이 운동임을 인식하고 

주지시켜 체력운동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올바른 운동방법에 따라 매주 실시하는 체력운동으로 변화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체험시킨다.

This course is centered on methods of fitness training and on the value of effective training methods. Furthermore, this 

course also enables students to recogniz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enefits of exercise in its role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to reduce weight, to prevent illness, and to promote longevity.

● 스포츠사회현상읽기(200646)

Contemporary Issues in Sport

본 강의는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와 경쟁, 경제, 정치, 인종, 성, 청소년, 교육체계, 일탈행동, 종교, 심리학, 미디어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class aims to extend positive sport culture through understanding sport  issues with competitions, economics, 

politics, racism, sexuality, youth, education, deviant behaviors, religion, psychology, and media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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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설계학(200678)

Future Plan

1. 성공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한다.

2. 자기 자신의 인지와 수용을 바탕으로 진로탐색과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미래 인생을 위해 전인적인 내공을 쌓게 하여, 자기수양, 인간관계, 인생관 탐색을 통해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

1. It allows the thorough preparation for a successful future design.

2. It allows the career exploration and the life design based on the perception and the acceptance of oneself.

3. It makes it grow into a more mature man through self-discipline, relationships and navigation of outlook for life by gaining 

some holistic convergence for future life.

● 광고로읽는대중문화(200695)

Popular Culture in Advertising

광고는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풍경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는 광고 콘텐츠와 텍스트를 통해 대중문화의 다양한 단면들을 읽어낼 수 

있다. 이 강좌는 광고에 투영된 우리 시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학, 예술, 미디어, 제도 등 다양한 대중문화적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Advertisement shows the socio-cultural scenery of an era. We can read various aspects of popular culture through 

advertisement contents and texts. This course aims to give comprehensive viewpoints about pop culture issues in 

advertisement of our age; lifestyle, literature, art, media, system, etc.

● 생활디자인과문화(200698)

Life Design and Culture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부터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 환경 디자인과 제품디자인, 시각 디자인, 문화적인 시각에서 본 디자인의 

역사 등을 알아본다. 생활 속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중심으로 칼라마케팅, 칼라테라피를 알아보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의 이미지메이킹 또한 자신을 디자인하는 개념이므로 이미지메이킹의 사례를 살펴본다.

What design composition-elements and principles from what is design, environmental design and product design, visual 

design, find 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is design in perspective. Focusing on the life and works explore various design 

marketing color, color therapy to be used in real life. Because the concept of designing your own personal image making 

also looks at examples of image making.

● 한국현대사산책(200702)

Summary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8.15 해방 이후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여 우리가 닥친 현실이 어디서 출발하였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성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this lecture want to understand on the correct course of the tumultuous modern Korean history after 8.15 Korea's liberation. 

How South Korean society is formed after the liberation? And where do we go now? Unification of the way? Way of 

confrontation? I wish to look at our recent history with this dilemma.

● IT융합과학과창의적인생활(200712)

IT Fusion Science and Creative Life

세계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탈바꿈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통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이 전 지구적인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이 되어 업종과의 상호교류와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세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본 교과목은 IT기술을 이용한 융합 과학 기술과 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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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s transformed into an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agricultural society and the industrial society, and quickly 

evolved into a ubiquitous society that can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anytime. Internet is an established glob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emergence of new service, it began to change to the world that convergence and interaction with industry 

go smoothly. In this subject, students study the Technology of Convergence Science using IT Technology and how to do 

the creative life using this technology.

● 생활과세금(200721)

Life and Tax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화 및 용역을 그 수요자인 국민이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치권의 일부로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이 

갖추어져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교과에서는 세금을 종류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This course reviews the general framework of tax-laws, especially, income tax, aspects of personal and firms' relations to 

various business activities. It also examines the ways to divide and calculate various types of taxes.

● 기업가정신과창업(200725)

Entrepreneurship Introduction

성공한 기업가의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변천 과정, 기업가정신의 발전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창업환경 분석, 창업아이템 발굴,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 과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창업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성공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창업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entrepreneurship of successful entrepreneurs, transition process of entrepreneurship, the stage of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process and procedures. And,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es required for successful startups through special lectures of startup experts.

● 자기계발과진로탐색(200733)

Own Development and Course Search

저학년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This course helps freshmen and sophomores better understand their own talents and abilities, and search their own career 

path. This  course guides students to establish self development strategies in order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for future 

employment.

● 차세대여성CEO양성특강(200735)

Special Study for Next Generation Female CEO

창업에 관심이 있는 고학년(3~4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 기업인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 

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개설하는 교과이다. 창업을 위한 트렌드 분석과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우수 여성기업 탐방, 여성 

기업인 전문가 멘토링 연계 등 실물경제에 입각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s course is a joint program with the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for digging out hidden talent and fostering 

women entrepreneurs of next generation, intended for junior and seni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Topics like various 

practices with trend analysis and item excavation for start-ups, writing business plan, visiting women-run company, and 

mentoring with women entrepreneurs, are examined.

● 현대인을위한명상과호흡법(200740)

Contemplation and Abdominal Bre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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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산업화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반면 각종 질병을 유발했다. 모든 질병과 스트레스는 마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지 못하면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련법으로써 명상·호흡법과 요가동작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체계이다. 호흡법과 요가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여 자신의 신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수련법을 익히는 수업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다.

While highly industrialized lifestyles enrich our lives, it also causes various diseases. If all disease and stress starts from 

the mind and environment, if one cannot regulate the body and mind at the same time, then there is no freedom from 

disease. Thus, to restore human nature training  methods like meditation·breathing exercise and yoga movements are the 

best ideal system to prevent and treat various diseases. Training method such as breathing exercises and yoga 

meditations were created to cure the body and mind simultaneously as well as awaken a new revelation within your inner 

self and is a class essential and necessary for mentally tired students.

● 생활속의데이터이해(200754)

Data Comprehension in Life

본 교과목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각종 통계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종 분야에서 얻어지는 통계를 이해시킨다.

This course is to study an elementary knowledge for statistics of various kinds obtaining in general social life.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omote a correct comprehension for statistics and comprehend statistics for fields of various kinds.

● 생활속의생화학(200755)

Biochemistry in Life

생화학은 생명현상을 화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생화학의 영역은 모든 타입의 유기체와 유기체가 사는 생물권이다. 인간의 모든 

일상은 자연의 모든 유기체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생활용품과 기호품들을 생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강좌는 일상에서 생화학이 응용되고 있는 기술과 공정을 주로 다룬다.

Biochemistry is to understand the chemical of biological phenomena. The realm of biochemistry is the biosphere, which 

consists of organisms of all types and environments in which they live. All life of human is related with all organism of the 

nature. Therefore, for the better life, need to the biochemical analysis on household item and favorite food. This subject is 

to deal with technology and processing to put biochemistry into practical use in life.

● 실전창업과성공전략(200756)

Entrepreneurship Academy

1. 청년 창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봄

2. 창업 활동에 필요한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함

3.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내실있는 창업 실무지식과 전략에 기반한 창업성공 비결을 찾음

4. 더불어 올바른 윤리관과 책임감 함양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청년 창업가 정신을 함양함

1. Searching for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youth start-up.

2. Investigating practical and effective way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3. Finding the key to the success based on business knowledges and strategies through field-based examples.

4. Building the youth entrepreneurship with business morality and

 responsibility to make a sustainable management.

● 산업생태계의이해(200763)

The Understanding of Business Eco-System

스마트 자본주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산업 구조와 전략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기업 발전을 주도하는 IT 산업 패러다임특징과 벤처 생태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플랫폼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기업윤리,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understanding of industry structure and strategics in smart capitalism,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Korea 

and Grobal business ecosystem is leading of IT development. All student understand Innovation Ecosystem,  Business 

Platform, Software Industry, Social Busi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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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탐색과취업전략(200769)

An investigation of Local companies and Job Strategy

학생들에게 지역 기업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지식 습득을 통해 지역 인재를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By obtaining the better understanding to regional companies and  the knowledge and the skill required by each company, 

this course help students succeed in finding a job in regional companies.

● 이미지문화유산탐구(200775)

Understanding the Cultural Heritage Images

문화유산에 관한 각종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성을 이해하고, 그것의 관리 보존 활용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aims to understand the value and historicity of cultural heritage and to acquire the technique of managem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historical remains through the survey of historical images.

● 이공계를위한발명특허관리(200780)

The Management of Invention and Paten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이 강좌는 발명특허의 권리적 측면에서 발명특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발명의 권리화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관리의 

유형에 대하여 배운다. 이 강좌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이공학도를 위한 지적재산관리의 기본강좌이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 how to manage Invention and Patents in terms of properties, 

wha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are needed for intellectual properties,  how to manage  effectively these properties. This 

course is a leading course for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 긍정심리와행복(200789)

Positive Psychology and Happiness

본 교과목은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 함양, 긍정감정과 적절한 정서 유지, 삶의 가치와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봄으로써, 행복에 대한 정의와 행복한 삶의 의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액션러닝의 교수법을 적용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imed to explore the science of happiness, the meaning of a happy life, and various ways to live a happy 

life. A range of related topics will be discussed, including positive attitudes, positive thinking, posi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positive psychology.

● 생활속의신소재(200799)

Smart & Advanced Materials in our Lives

재료공학의 기초입문과목인 재료공학개론을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소재와 제품으로 연결시켜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 등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제품에서 다양한 소재들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To understand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metals, ceramics and polymers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Based on Materials 

engineering as a fundamentals and introduction, students can study the electrical,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materials which are widely used in our lives.

● 현대인의웰니스와생활스포츠(200808)

The Wellness and Life Sports for Contemporary Man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는 웰니스에 유용한 생활스포츠에 대해 알아본다. 스트레스 환경에 있는 현대인이 

웰니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스포츠 이론 및 기술을 체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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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covers wellness which include concept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and life sports improving 

wellness. it include life sports theory and skill which improve wellness of contemporary man with stress.

● G세대창업전략(200904)

Start-up Strategy of G-generation

창의성이 바탕이 되는 G세대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보다 새로운 사고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특히, 

인터넷비즈니스 성공사례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IT정보기술, 창의적인 마케팅전략과 방법 및 청년창업사례 그리고 1인 창업의 

아이디어 등으로 전공적이라기 보다는 교양적인 지식을 위주로 강의하여 학생들의 사고전환을 목표로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tart-up and develop your positive thinking escaping the 

stereotype of G-generation based on creativity. Specially, our goal is the students’ changing of thought by general lectures 

than the major class, i.e. succession case of internet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creative marketing strategies, the 

case of start-up by the young.

● 건강음식디자인(200905)

Health Food Design

과학적이고 건강한 음식의 조리법을 바탕으로 만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연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푸드테이블 연출법을 

익혀 음식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

This class aims to practice various food table coordination for appetizingly coordination of food made into scientific and 

healthy recipe, and doing so can be helpful to upgrade the value of food.

● 게임이론과전략적사고의이해(200906)

The understanding of the Game Theory and Strategic Thinking

해당 교과목은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해당 교과목은 인간의 의사소통방식을 수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문교양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특히 일상의 사례를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진로와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학습할 수 

있다. 해당 교과목은 게임 이론을 통해 올바른 자기 결정권을 표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전략적 사고 방법을 터득해 최적의 

선택을 할 사고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not a debate about computer games. It is not to approach mathematically but to understand  human 

communication in terms of the liberal arts. In particular, it grapes the everyday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game theory and  

can be learned strategic thinking required from career and employment process. It aims to express self-determination 

through the game theory. It can be cultivated the thinking skills for the best choice by masters the strategic thinking.

● 공무원수험영어가이드(200907)

English 1, 2 for Civil Service Exam and State Exams

각종 공무원시험, 경찰, 법원, 검찰직, 교육, 세무직, 소방직과 같은 국가직 시험에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서 영어공부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는 과목이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가볍게 시작해서 꾸준히 지속하여 어휘, 문법, 독해력을 동시적으로 

증진시키면서 수험 영어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주제별로 정리한 독해지문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고 기출문제를 

소개하여 각종 영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한다.

This lectur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to prepare several State exams such as civil service, police, court, the 

prosecution, tax investigation department, education office and fire station. This course aims 

1. to encourage students with poor English skills to learn basic English.

2. to develop trainees’ abilities in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thinking, and communications skills using English 

reading texts.

3. to have basic English skills applied to past test questions. 

4. to build strong self-confidence in comprehensive State exams.

● 교양농구(200908)

Basketball

농구경기는 정확성과 민첩성, 그리고 순발력과 스피드를 요구하는 경기이므로 기초체력 훈련과 함께 기초기술(드리블, 패스, 슛)을 

익히며, 2:2, 3:3, 5:5등과 같은 기초 전술을 익혀 건강관리 방법의 하나로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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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ketball game is a game that requires accuracy, agility, and quickness and speed.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asic 

strength training with basic skills (dribbling, passing, shooting). In addition, 2: 2, 3: 3, 5: to learn the above-mentioned base 

such as basketball 5 enjoy one of the health management method.

● 교양다이어트요가테스(200909)

General Diet Yogatess

‘요가테스’는 유·무산소 운동의 병행으로써 ‘아사나’ 수련을 통해 현대인들의 비뚤어진 척추자세를 바로잡아 올바른 체형과 

신체균형을 이루고, 필라테스의 소도구 동작으로 소근육들을 늘려서 리듬감과 유연성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효과적인 

체중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로 인해 자신감을 발현시켜 사회적 인간관계 및 소통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Yogatess” is an aerobic and anaerobic exercise that is parallel to “Asanas” training for modern people with distorted 

spines posture to immediately attain correct body form and body symmetry, as well as using Pilates’ action props which 

will improve fine motor skills that strengthens one’s sense of rhythm, flexibility and the immune system so that they can be 

effective in weight loss. It therefore allows one to express confidence by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with a beautiful, 

smooth soci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relationships.

● 교양피트니스태권도헬스태권도(200910)

Fitness T.K.D. and Health T.K.D.

1. 우리나라 국기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서 학업과 취업준비에 지친 학생들에게 즐겁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태권도의 기본적인 동작과 운동을 생활체육과 접목하여 트레이닝 하도록 한다.

3. 태권도 운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다.

4. 생활체육이 사회 전반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순환운동, 종합타격, 비트트레이닝, 타바타 등 유행하는 트레이닝을 태권도와 

접목하여 복합 운동을 실시한다.

1. Through Korea’s national sport taekwondo, student learn the skills in an enjoyable way that will prepare themselves for 

academic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2. Learn the basic moves of t.k.d in relations to everyday training.

3. Through taekwondo student will increase their confidence and well as train their mind and body.

4. Increase the chances of finding position in the fitness community. Popular training such as cycling, multi-striking, beat 

training, tabata etc will create a more complex taekwondo pracitce.

● 국제비즈니스소양(200911)

Knowledge of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비지니스 소양과 각종 영문서 작성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기업 근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succeed in overseas employment and adjust to foreign working environment through education 

on basic knowledge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how to write various kinds of business letters.

● 글로벌경영시대무역창업의이해(200912)

To Understand Trade Establishment in the Global Management Era

본 교과목에서는 글로벌경영시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무역창업 베이스 위주로 교육을 하되 무역창업의 개요에서는 무역의 

기초지식, 창업의 기초지식, 사업성 분석과 사업계획서를, 무역창업의 실제에서는 무역창업과 회사설립, 무역업의 경영, 

무역회사의 영업활동을, 무역실무노트에서는 무역계약체결, 신용장과 대금결제, 무역금융 및 수출물품 확보, 운송, 해상보험과 

수출보험, 무역분쟁과 해결,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전자무역과 개인수출입에서는 전자무역, 무역자동화시스템, 개인수출입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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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roduces for the young founders to educate with emphasis on trade establishment base in the global 

management era, in an overview of the trade establishment, basic knowledge of trade, basic knowledge of its founding, the 

business of the analysis and the business plan, in trade establishment practice, the trade establishment and the company 

establishment, of the trade business management, the operating activities of the trading company, in the trading business 

notebook, trade contracts, letters of credit and payment settlement, trade finance, securing of export goods, transport, 

marine insurance and export insurance, trade disputes and resolve, import and export customs clearance and customs 

drawback, in electronic trading and personal imports and exports, electronic trading, trade automation system, you will 

learn for individual import and export.

● 글로벌경영시대취업물류따라잡기(200913)

To Catch up Employment Logistics in the Global Management Era

본 교과목에서는 글로벌경영시대 국내외 물류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물류를 위해 꼭 필요한 비즈니스영어 파트, 

물류관리 파트, 화물운송 파트, 보관하역 파트, 국제물류 파트, 물류관련법규 파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취업물류를 위해 꼭 

필요한 실무 파트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고자 함이 본 교과목의 개요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who wish to work at domestic and abroad logistics sector that is essential business english parts, 

logistics management parts, warehousing and stevedoring parts, international logistics parts, logistics laws parts for 

employment logistics for students in the global management era. And that this is just an overview of what this course is to 

educate the practice parts required for logistics jobs.

● 기업채용직무적성특강(200914)

Special Lecture on Job Aptitude Test

본 강좌는 학생들이 목표 기업의 인적성 및 직무적성검사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subject helps students improve aptitudes and core competencies necessary for the job they want to engage through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job aptitudes tests in recruitment and promotion .

● 다문화의이해(200915)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현대가 되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하지만 이것은 현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 역사를 알아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고 같은 인간으로서 더불어 사는 의의와 가치를 모색한다.

Although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recently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have existed for some time. In 

this subject we will explore the meaning of living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 without prejudice or discrimination.

● 대학생의행복한삶의열쇠찾기(200916)

The Finding Happiness Life Key of University Student

대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개념 및 증진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전략에 대해 공부한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 

취업, 삶의 만족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This subject present concept and promotion method of happiness in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student can find the 

techniques about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 동의인성보감(200917)

Dong-Eui Inseongbogam

사회 요구에 따라 동의대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자기탐색과 대인관계 두 가지 영역에서 이론과 활동을 병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탐색과 관련하여 인성의 개념과 필요성,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 선택과 책임, 가치관 명료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도덕성 발달요인, 자기표현과 타인이해, 자기주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The focus of the course is personality education for Dong-Eui university students. They will have opportunities to read and 

explore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self-explo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y who successfully complete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and necessity of personality, as well as moral development, 

self-expression, self-asser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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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속철학읽기(200918)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순수한 동화를 매체로 현대사회 속 메마른 인성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왜곡된 인성과 인격장애에 대한 치유와 

해법을 모색한다.  특히 인간성의 본질 성찰과 인성 회복을 위한 철학적, 윤리적, 심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In this class we focus on the nature of human being in literature. Especially we try to get the philosophical insight on the 

true nature of human being by the philosophical, ethical and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 디지털시대의역사문화(200919)

History & Culture in Digital Technology

역사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의 변화를 고찰하고, 대중적 수요를 겨냥한 역사 대중화의 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역사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의 변화를 고찰하여, 대중적 수요를 겨냥한 역사 대중화의 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역사학의 

공급과 유통 및 수요를 모색하고자 한다.

Surverys the supply, circulation and demand of historical science in the digital history through the research of changing 

subject and contents of historical studies

● 리더십(손자병법)(200920)

The Art of War

리더쉽의 대표적인 고전인 ‘손자 병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손자 병법이 잘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연구하여,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제반 경쟁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이정표를 제시한다

The representative of the classic ‘The Art of War’leadership understand the concept of dramatic examples of applied 

research, today, well, and The Art of War’is given to us all, wisely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to deal with milestones.

● 리딩큐어독서심리지도학(200921)

Reading Cure(Reading Psychology Cartography)

리딩큐어(독서심리지도)는 검증된 심리학적 기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문제해결 프로그램으로 자기 안의 문제를 

찾아 이를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누면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럼으로써 자아(자각과 자의식)를 강화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도록 돕는다. 리딩큐어는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읽기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자신을 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돕고,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정서와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The reading cure (Reading Psychology Cartography) is based on verified psychology and is a problem-solving program 

that uses diverse media. It requires the subject to find the root of the problem within themself and gain insight through 

discussions with others. This allow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ego (self-awareness and self-identity) and helps to 

discover clues to the solution on his or her own. The reading cure refers to not only literature but also reading done through 

various forms of media. It allows the subject to understand themself as well as establish his or her position firmly within the 

many societal relationships that he or she has formed. Within these relationships, the subject is encouraged to recover a 

healthy menta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his or her own efforts.

● 매력적인도시로의기억여행(200922)

Memory of Travel in Attractive Cities

자연은 신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인데 반해 도시는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매력적인 작품이다. 도시라는 공간은 삶터이자 

일터이고 관광지이고 휴식지이다. 본 강의에서는 전세계 많은 매력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서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지, 살고싶은 도시인지, 걷고싶은 도시인지를 하나씩 경험한다.

The city is a attractive work in spite of the fact that nature is the best masterpiece. The place of city is for working, living, 

trveling and relaxing. This class is for undestanding of which city is good to be recognized, which city is to be lived and to 

be walkable.

● 멘탈스피치(200923)

Mental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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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에서는 말이 곧 능력이다. 넘치는 정보의 시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일순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성공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본 강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원칙과 기술을 익히는 데 힘쓴다. 대중들이 흔히 겪는 대화, 연설, 스트레스,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설, 주제의 명확한 전달, 상대를 사로잡는 대화의 기법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들을 알아본다.

Delivering one's own speech is one of the major elements in this knowledge society. Therefore the key to success in 

communication mechanisms lies in how speakers impress listeners with an effective and constant way. This course 

focuses on rules and skills of successful communica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s of speakers and listeners. Students 

will also learn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speaking anxiety along with powerful communication techniques under 

various circumstances

● 무기체계론(군사혁신)(200924)

Military Revolution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에겐 주변의 군사강국에 대응할 수 있는 강군(强軍)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군사혁신’으로, 미국의 군사혁신 사례를 통해 우리의 효율적인 군사혁신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21st century around for a ROK military power that can respond to a powerful force is needed, it is inevitably required 

for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f the US. our efficient military innovation action plan through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practices.

● 문화코드로읽는일본이야기(200925)

Reading Japan through the Eyes of Cultural Cord

문화는 민족정신과 물질이 총체적으로 농축되어 그것들의 방향과 민족의 진로를 유도하는 미래지향적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일본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워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일본의 

의식주, 종교, 축제, 전통예능, 장인정신 등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ulture, a melting pot in which national spirit and material are enriched altogether, plays a role as a future-oriented 

milestone that leads national direction. This course aims to explore the questions from this standpoint of how Japanese 

culture is seen and in what form it exists, by looking into a range of themes able to represent Japanese culture overall that 

encompass its everyday lives(clothing, food and housing), religion, traditional festival and entertainment, and 

craftsmanship.

● 발명과실용트리즈(200926)

Invention and Practical TRIZ

본 강의는 수강생에게 혁신, 설계 창의성, 발명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인 핵심적인 TRIZ 아이디어와 방법론의 

기본을 다룬다. 수강생은 TRIZ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혁신적인 발명 주제에 대한 팀 단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원리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강의에서는 혁신적인 

결과물에 대한 특허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The aim of the course is to introduce the students to the main TRIZ ideas and methodology with a focus on innovation, 

design creativity, and invention. The students will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skills for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from structured analysis of TRIZ examples  and collaborative research team projects  for innovative inventions. The 

course will also introduce the students the method to write patent for inventory work.

● 범죄및사건현장에서의과학(200927)

Science in a Crime Scene

범죄 및 사건 현장의 수사과정에서 과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범인을 찾고 범죄를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자와 피해자 각각의 행동, 상호 조응하는 행동의 궤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과학분야의 기초적인 지식과 최근의 경향 

파악이 필수적이다. 과학수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나, 범죄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를 좀 더 부각하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을 흥미롭게 알려주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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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scientific analysis method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crime and crime scene is crucial role to find criminal 

or prove a crime. A basic knowledge and the latest trend in the field of science are material to build the trace of criminal 

and victim. Scientific investigation is already known to many people, but the people do not have many interest about role. 

So putting students onto the knowledge of science carry an important meaning.

● 부산과해녀(200928)

Busan & Haenyeo

자맥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캐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으로 물질을 하는 해녀․해남의 

분포지역이 한국과 일본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를 UNESCO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한·일 해녀간의 경쟁구조가 가시화 되었고 한국 해녀의 문화 및 보존가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부산, 울산, 경북 등의 지역에 해녀가 많이 분포하지만 한반도 육지에 해녀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젊은층의 해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지역부산의 여성 어업인 해녀들의 

역할 및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설함.

Diving for catching and gathering maritime products is not a peculiar case but the woman diver, for the lively-hood, of 

Korea and Japan is very special one. JSSP(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prepared for the inclusion of 

'Haenyeo' tradition in the UNESCO list of MOIHH(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ll these 

efforts are in appreciation of its cultural value and aiming for preserving and handing down this valuable tradition. Most 

studies on 'Haenyeo' have geographic limit to Jeju island, although their livings are scattered all around the coastal lines.  

So other region's 'Haenyeo' has been out of academic interests.  This class has focused on other region's 'Haenyeo' life, 

especially in Busan.  The class will be served for finding problems they are facing and developing its alternatives including 

its use as tourism resources.

● 부산의역사와문화(200929)

History and Culture in Busan

부산의 역사를 시대 구분론에 의해 전개 양상을 이해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재인식한다. 아울러 지역문화의 형성과정과 주요 특질을 

논의한다.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Busan by the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periodization must relearn the history of the area. 

In addition, we discuss the formation of local cultures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 비즈니스모델과창업(200930)

Start-up with Business Models

지식 응용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기획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 주제는 open problem, 

soft skill이며, 사업화 구성요소인 기획과 계획, 아이디어 발상, 비즈니스 모델링을 통한 사업계획능력을 배양한다.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실무 설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능력 및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사업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Through knowledge application we have purpose of the creative and professional business planning skills required by 

society. Design theme is open problem, soft skill.The culture of business planning skills by Planning and 

commercialization of components and planning, idea generation through business modeling And to nurture business ideas 

and business practices combine to create designs based on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and the ability creativity and 

practical skills.

● 비파괴검사(200931)

Nondestructive Inspection

비파괴검사 학문과 기술은 원자력 발전설비, 플랜트, 조선, 석유화학, 설비 등에 제작에서부터 유지보수에 까지 검사 적용대상이 

다양 및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비파괴 검사의 원리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응용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Academic and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this test applies to maintaining production from nuclear power plants, 

etc., plants, shipbuilding, petrochemical, and various equipment maintenance has been widely applied. By learning the 

principle of non-destructive testing can be of interest for the applications.

● 산업과색채과학(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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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 Color Science

지식기반 사회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색채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과 색지각의 특성, 색채심리, 색채문화론, 색채수요예측법, 색채분석기법, 색채계획, 색채정보기획, 색채와 재료, 

색채관리 등을 기초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Students understand of the role of color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n a 

knowledge-based society, and study the light and color perception that is utilized in various industries, color psychology, 

color  culture, forecasting method of color demand, method of color analysis , color planning, information of color planning, 

color and material, and color management in the basis on the theory and example.

● 삶과예술그리고인문학(200933)

Life Art and Humanities

삶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삶과 예술의 관계는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회화와 영화 예술작품과 예술가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을 통해 제기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모색한다.

What is the art in human life?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life and art? How have we to live a life? This lecture wants to find 

the answers of these questions  through the humanities' study on painting, movie and artist's life.

● 생활속의경제(200934)

Life and the Economy

이 강의의 주된 내용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경제현상과 이를 설명하는 경제이론이다.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경제이론은 맨큐 

경제학의 ppt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대상은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림과 영화로 국한시켰다.  경제문제와 현상을 

그림과 영화 속에서 파악하여,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경제이론을 습득하고 현실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시장경제가 어떻게 발전하였으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The main topics of this course are observations of the economic phenomena and its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are restricted to the basic Makiw’s ppt. The focuses are on the explanations of the famous pictures 

and movies at the time. Through them, we try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basic theory and solve the real economic 

problems. Moreover, the students can also know how the market economy has evolved and what are the problems we are 

confronted.

● 생활속의부동산과증권(200935)

Real Estate and Securities in Economic Living

증권투자와 부동산은 현대인의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이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이 될 

대학생으로써 교양과목으로 폭넓게 학습해야 할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증권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블록강의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원리를 학습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올바른 자산설계 방법을 터득한다.

It is very important invest securities and real estate for modern economy. Understanding securities and real estate has to 

learned widely for students who will be member of economic society. On this subjects, we will learn fundamental 

knowledge and principle about invest to securities and real estate, and acquirement of knowledge for a method of asset 

planning through case study.

● 생활안전개론(200936)

Guide for Safe Life

재난 및 안전, 재난의 종류, 재난관리특별법 제정,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등  생활을 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안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Treat all kinds of disasters & safety during daily life such as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personal disaster. Few social 

lows for special disaster control will be counted on also.

● 서유기와마음의이해(200937)

Journey to the West &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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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전 서유기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 마음의 발생, 마음의 눈뜸, 마음의 승화, 마음의 해방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

China masterpiece Journey to the West is novel that contains many metaphors and symbols. It Describes the mind, such 

as set up of  the mind, enlightenment of the mind, transcendentalization of  the mind, and liberate of the mind. We can 

deeply understand the depth of the mind through this novel.

● 스포츠클럽의성공창업길라잡이(200938)

The Guide Employment and Foundation Assistant of Successful Sports Club

본 교과목은 대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의 세부적인 영역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취업과 창업에 두려움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미래성공 전략을 확산 및 이해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is about employment and foundation assistant of successful sports club in university.  This courses can 

improve entrepreneurial self-confidence and future success strategy of university student who have fear and difficulty in 

employment and foundation assistant.

● 소자본창업경영(200940)

Little Capital Start-up

본 교과목은 소자본 창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창업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부지원제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사업가로서 개인의 자질점검, 부산지역 상권분석 및 사업타당성분석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창업에 

관한 제이론 및 사례들을 습득하게 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concepts, the procedures and the governmental supports of starting a little capital business. It 

presents the recent trends and the future prospects of venture businesses as well as their strategies. Also It provides an 

in-depth study of all aspects of little capital entrepreneurship that can boost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 소통의인문학설득과협상(200942)

Humanistic Communications for Persuation & Negotiation

본 과정은 국제화, 정보화, 다양화로 인한 급변하는 환경에서계층간, 세대간, 분야간 그리고 이 문화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나아가 설득과 협상에 관한 제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통하여  소통 능력 배양을 지향한다

This class aims to develop the humanistic communication skills both in theory and practic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changes in information, glob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techniques are required than ever 

before. To meet this requirement, students practice personal and group discussion based on the theoretical study

● 소프트웨어중심사회와벤처창업(200943)

Software Centric Society and Venture Start-up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분야의 기초기술 동향과 SW융합 벤처기업의 사업모델 분석, SW융합산업 관련 외부 

전문가 특강을 병행 학습하여 SW융합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다.

This course analyzes the business models of software convergence ventures and the trends of basic software centric 

technologies of software convergence industry in the software centric society. In addition, this course consists of 

industry-related lectures in parallel with the experts of software convergence industry to nurtures the venture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for software convergence industry.

● 스마트경영시대의e비즈니스이해(200944)

Understanding of e-Business in the Smart Business Era

e-비즈니스는 인터넷/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의 창출의 근원으로서 스마트 경영의 기본 인프라로 정착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 스마트경영의 관점에서 e비즈니스의 역할과 그 활용방안의 학습을 통하여 e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e-business has become established as a basic infrastructure for smart business as a source of new wealth creation 

based on internet / web. This course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e-business through the study of the role and 

applications of e-business in terms of smar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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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의류와미래산업(200946)

Smart Clothing & Future Industry

의복에 대한 요구가 Innovation, Itelligence, Integration, Infrastructure로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은 스마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스마트 의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의류의 기본 요소와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생활의 

Paradigm과 Mega Trend를 융합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As the consumer demand for clothing changing in Innovation, intelligence, integration, infrastructure, the consumer is apt to 

switch to smart clothing life centered pursuit of smart life. In order to adapt to the consume trend ,the students will study 

ab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uture industry that can be fused  the mega trend and the paradigm of clothing life 

around the basic elements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 smart clothing.

● 스포츠블루오션(200947)

Sport Blue Ocean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최근의 이론 및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수요 창출과 고수익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미개척 시장을 개발하고, 이러한 스포츠 블루오션을 통해 가치혁신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등을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포츠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한다.

This class focuses on developing untapped sport markets that can get the new demand creation and profitable growth and 

suggesting plans and strategies that can promote th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port blueocean by studying the recent 

theories and cases related to sport industry and sport marketing,

● 실용한의학의이해(200948)

The Understanding of Everyday Korean Medicine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에 비해 일반 대중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강의의 주안점은 학생들에게 

한의학의 기본개념 및 양생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단한 예방 및 처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의학과 

타학문간의 융합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한의학을 보다 과학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Most peopl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korean medicine in spite of its outstanding effect of treatment. So the focus of this 

lecture is to make students know the real face of korean medicine and keep themselves in health by explaining the basic 

concepts and easy treatment methods which can be used in everyday life. In addition, through this lecture, students in 

various  departments try to integrate their subjects and korean medicine and contribute to making korean medical theory 

more scientific.

● 실전입사전략(200949)

Practical Strategy for Job Application

학생들이 입사지원서와 면접기법의 이론적 지식과 실전취업스킬을 함양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succeed in getting a job through an improvement of practical skills necessary to get jobs.

● 언어로풀어보는인간관계론(200950)

See Released in the Language Human Relations

회화분석의 세계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회화를 구성하는 요소와 회화이론 등을 숙지한다. 그 후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본 구조와 

스킬을 습득한다. 그 결과 언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요소를 줄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보다 높은 호감도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An introduction to the world of conversation analysis, familiar with such elements as the conversation theory that make up 

the specific conversation. Then, to learn the basic structure and skills of specific communication.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provide reducing the number of crash elements that may occur through the language, the higher favorability in 

relationships to the other party.

● 엑셀로배우는수학(200951)

Mathematics Learning to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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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 있는 수학함수들은 기초 산술, 조건부 합과 곱, 지수와 로그, 삼각비등의 계산을 포함하여 수학적 계산의 대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엑셀에 있는 작업상자 위에 간단히 4칙 연산 계산의 공식을 입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그것을 계산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수동으로 자료를 하나 하나를 번거롭게 입력하지 않고도 수식의 입력을 통하여 신속히 자동으로 일련의 

원하는 값과 합계를 그리고 특히 SUM 같은 함수를 사용하여 수식을 자동으로 입력 또는 계산할 수 있다. 이 후 간단한 공식을 익힌 

후 복잡한 수식을 작성하고, Exce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The Excel Math Functions perform many of the common mathematical calculations, including basic arithmetic, conditional 

sums & products, exponents & logarithms, and the trigonometric ratios. On a worksheet, you can enter simple formulas to 

add, divide, multiply, and subtract two or more numeric values. Moreover you can also enter a formula that uses the SUM 

function to quickly total a series of values without having to enter any of them manually in a formula. When you become 

familiar with these simple formulas, you may want to learn more about how to create complex formulas and try some of 

the many functions that are available in Excel.

● 여대생진로설계(200952)

Career Design for Women

본 교과는 여대생들이 조기에 취업을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진로의식 

함양-직업세계 이해-성공적인 취업설계로 구성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를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 가치관과 

포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와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This subject is designed for college women to explore themselves-understanding such as aptitude, interests, values and 

ambition, and to promote career awareness in early stages. Topic like enhancement career minds achieving 

self-realization, effective self-management and developing leadership to become career women are included in this class.

● 여대생취업실천전략(200953)

Practical Employment Strategy for Women

본 교과는 여대생의 직업기초 능력의 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직업의식, 효과적인 자기관리, 취업전략 인식, 성공적인 취업전략, 

실천취업 역량강화라는 주제를 통해 여성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여대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활용 가능한 

직업정보와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개인별 커리어 설계를 통한 직무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실전 

취업역량을 강화시킨다.

This subject is designed for college women to develop occupational skills and to plan their specific career road map. 

Topics like developing professional consciousness, managing effective career, planing career map, establishing 

successful employment strategies are included for this class.

● 여행의기술(200954)

The Art of Travel

여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자유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여행과 관련하여 숙박, 교통, 음식에 대한 노하우를 기본적으로 습득하는 한편, 

자유여행 계획 수립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타인들의 가치관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e Art of Travel is a subject focusing on roles of travel in the lives and  making travel plan. We will discuss the meanings 

of  various travels, share experiences, make team plans of travel, and advise each others. The goals of this subject are 

developing liberal arts knowledge and building self-reflection via planning travel.

● 영화로읽는중국근현대사(200955)

Modern History of China with Movie

1840년 이후 중국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환경구조와 그 변천과정 속에서 중국이 근대화와 혁명을 통해 국민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대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을 개관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make up - processing of Modern China through the modernization and revolution 

within the Imperialistic background of china since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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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에나타나는미국(200956)

America, through Movies

미국의 시대와 특색을 보여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을 공부한다. 식민지 시대, 인디언, 미국혁명, 남북전쟁, 서부, 20세기 초. 2차 

세계대전, 21세기로 구분하여, 적절한 영화를 본다.

We study America through movies that show the different eras and characteristics of America.

We will watch the appropriate movies, dividing The colonial era, Indian, American Revolution, the Civil War, the Wes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econd World War, the 21st Century.

● 영화속의과학이해(200957)

Understanding of Science in Cinema

과학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연과학주제(즉,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환경공학(ET), 우주공학(ST), 문화기술(CT), 의과학 

등)에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이해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science area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Environmental 

Technology, Space Technology, Cultural Technology and Medical Science Technology etc, which are in science fiction 

movies.

● 영화속젠더로읽는행복론(200958)

Eudemonics in Gender Issues Movies

이강좌는21세기글로벌사회의주역으로서한국의청년들이변화된세계에어떻게 적응,주체로설것인가를문제의식으로한다. 특히 

이과목을통해인간에대한이해를심화할수있고,미래사회를주도할혁신적리더십을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course will discuss how students adapt to a changing world as a leading role in a global society. 

Furthermore this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better understand human beings and cultivate innovative leadership for future 

society.

● 예술·디자인과조형(200959)

Form of Art·Design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감성과 심리적 접근을 통하여 정량적, 정성적 원론을 이해하고 시대별 조형 이미지 정보를 평가와 관점을 

학습한다. 조형과 디자인 교육의 예비 과정으로 구조와 기능 및 형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합리적 구조를 통한 조형의 

응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둔다.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Form(Plastic art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through the emotion and 

psychological access to it. they also evaluate the image information by time and its points of view. With form technique 

subject which grasps a structure and function and form with preliminary process of form and basic design education, it 

puts an aim in application ability improvement of form which leads a rational structure.

● 와인문화및환대산업(200960)

Understanding of Wine Culture & Globla Hospitality Industry

와인의 역사 및 시대별·대륙별 와인문화의 학습을 통하여 세계사 지식 함양과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필수인 와인 에티켓 및 

21세기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복합리조트, 크루즈와 같은 환대산업에 대한 지식 고양을 통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인 

양성을 위한 그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history of wine, wine culture by different ages and continents. Through studying various 

aspects of wine culture, students will learn the world history and wine etiquettes which are necessary for global business. 

In addition, it provides knowledges of the latest hospitality industry, such as IR Integrated Resort), cruise industry etc, for 

base of global businessman education.

● 원아시아공동체론(200961)

One Asian Commun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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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원 아시아’의 개념 및 ‘원 아시아’개념의 등장 배경과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학습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한다. 따라서 매주 관련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다. 그 결과 나라와 개인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또한 각 개인에게 어떠한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서로 토론하여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종합적인 지식과 사고를 함양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the flow of the background and the era of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One Asia" of "One Asia", through learning,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learning the 

information of Asian countries Want to. Therefore, hear a lecture invited every week related eminent scholar. As a result, 

re-illu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and individuals, also consider whether actions and what thinking 

individuals are requested, how look how the times which varies in discussing with each other it should be addressed to, to 

cultivate a comprehensive knowledge and thinking.

● 웰다잉교육과자아의발견(200962)

Study of Well Dying and Find Ego

이 강좌는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웰다잉’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품위있고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숨겨진 소중한 자아를 발견하고 나눔과 

소통의 의미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was design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well dying’, which is being spotlighted around the world as well 

as in Korea. Students will be able to find their hidden ego and experience the meaning of sharing and communication by 

reflecting upon dignified life and death

● 융복합적사고와실천(200964)

The Convergence Mindset and Practical Actions

융복합이란 다양한 전공영역 및 기술이 서로 융화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창의적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응용공학도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서로의 전공 지식을 토대로 소통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창의적 발상을 해내는 

콜라보 인재의 육성을 도모한다. 나아가 사회에 진출하여 각 분야에서 융복합적 사고와 실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수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Knowing that convergence refers to the mutual combination of various major fields and technologies in a harmonious 

manner to come up with new creative performance, we seek to foster collaborative talents who present new innovative 

ideas by communicating and integrating all elements of humanity, sociality, natural sci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based o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Further, the class finds its meaning in nurturing talents who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through the convergence mindset 

and practical actions while working in various fields out there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 음식과문명(200965)

Food and Civilization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류는 지속적 삶의 연장과 치유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하여 생명 연장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건강과 치유음식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 식생활문화에 알맞은 건강한 음식과 음식문명은 지구환경의 시대적 배경과 

욕구충족으로 건강과 심리적 음식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ealth and emotional value of food is important due to the significance of healthy food and food civilization matched with 

our food culture arisen from time period and needs at the time requiring health and healing foods, since human beings have 

studied extension of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for sustainable extension of life.

● 인간관계와커뮤니케이션의성공전략(200966)

Success Strategy of Human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본 교과목은 인관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전략과 관련된 개념과 세부영역에 대하여 폭 넓게 이해한다. 또한, 실제 자신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서, 스트레스 대처와 미래 성공전략을 확산 및 이해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is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details relating to the areas of successful communication 

strategies in human relationship. Also, this subject can improve the students' future success and coping strategies through 

applying to the actual progra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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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게임창업(200967)

Indie Game Startup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2D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게임 개발에 관한 기본 

개념 및 기술을 소개한다. 더불어, 인디게임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게임기획서 작성법도 배우게 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game development concepts and techniques using an easy-to-use 2D game engine 

for non-programmers. Additionally, in this class, students will learn how to write business plans and game design 

documents for indie games startups.

● 인문과학의지식세계(200968)

In the Humanities, Science World Knowledge

공간의 숨은 뜻, 행복지수, 부하를 다루는 리더쉽, 이순신의 성격파악, 조선불벌정책, 설득의 기술, 진로와 전공, 에베레스트 

대자연, 세상을 바꾸는기술, 마돈나팩터에 배울점,  감사하고 살기, 아이맥스영화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나폴레옹과 통조림, 

과학의 발전, 화가 렘브란트이야기, 좋은 이웃 만들기, 칭찬의 정석, 고독 즐기기와 창의성 개발, 콘크리트건물의 역사, 유대인의 

교육법, 건강식품 두부이야기, 크루즈여행, 라면과학, 짜장면이야기, 발렌타인데이 유래, 우유과학, 야구공의 해부, 

프로야구구단(선수)의 특성,암을 극복한 스포츠맨이야기

Space’s hidden meaning,Happiness index,Leadership to handle the henchman,Understand the nature of the Admiral Yi 

Sun-shin,Policy of Chosun Northern Expeditions,Technique of persuasion,Career and major,Mother Nature of Mount 

Everest,Technology to change the world, To learn the Madonna fact,Thank you very much and live,IMAX movie theater,To 

make livable cities,Napoleon and canned food,The development of science,About a painter Rembrandt,To make a good 

neighbor,To enjoy solitude and Creativity development, Standard procedure of praise,History of Concrete Buildings,Jewish 

education law,About healthy food(bean curd),Cruise travel, Science of Raman,

Black-bean-sauce noodles the story,Origin of Valentine's Day,Milk science,The anatomy of a baseball,Professional 

baseball team and the nature of the (player),A great story had overcome cancer.

● 인문학과커뮤니케이션(200969)

Humanities and Communication

본 교과목에서는 건강한 의사소통의 기술, 즉 주장적 자기표현 방법을 습득하고자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기술(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장적 자기표현을 연습하여 습득하고자 한다. 또한 주장훈련의 내용과 

의사소통의 기술훈련을 함께 다루고, 친구, 가족 간의 효과적인 대화기법에 대하여도 학습하고자 한다.

In this course want to learn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that is self-assertion expression way. In addition, in this course 

want to learn how to express and how to accept even others opinion in a relationship. This course will show various 

communication technologies(ex, verbal/nonverbal) and students will train self-assertion practice. Also, this course will 

learn about effective communication techniques between friends and family.

● 인문학으로읽는성격이야기(200970)

Character Story by Humanities

본 교과목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관계하기 어려웠던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성격형성 요인과 성격변화, 가정과 환경이 주는 요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 형성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불안의 형태를 점검하고 자 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want to know about self and others, especially difference between people. Students will learn how to 

understand about character formation factor, personality changes and factors of family and environment. Students need to 

know about their personality forming factors. And this course want to confirm that shape of anxiety affect Character 

Formation.

● 인터뷰&프레젠테이션취업영어(200971)

English Job Interview &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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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취업 시 요구되는 영어면접을 대비하여 인터뷰 영어 및 프레젠테이션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영문 이력서 및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법 또한 익히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수업 과정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영어면접이나 영어 관련 서류작성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for English job interviews. Students systematically learn English required for 

resumes and cover letters, as well as interviews and presentations. This course equips the students with English skills not 

only for basic communication, but for other job-related paperwork.

● 일본어능력평가시험(200972)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일본어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독해, 청해, 쓰기 등 문법 응용력을 키워서 종합적인 일본어 실력을 양성한다.

This subject not only prepares students for the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it also helps improve over all 

Japanese skills including reading, writing and grammar.

● 자기분석과경력관리(200973)

Self-Analysis and Career Management

학생들이 자기분석과 직무분석을 토대로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경력관리와 같은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set their own goals based on self analysis, and make preparations for future employment such 

as career management.

● 자연생태자격증쉽게취득하기(200974)

Licence for Nature and Ecological Engineer

본 교과는 생물 및 환경관련 학과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이다. 교과는 생태학을 포함한 환경전반의 사안에 대해 다루며, 자연림, 

국립공원 외 다양한 서식처에 대해 다룬다. 주요 교과로는 생물학, 분류학, 생태복원학, 경관생태학 및 환경관계법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강좌를 수료한 학생들은 자연생태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한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course is for students in the Division of Biology and Environment. This class teaches the maintenance techniques of 

environment into ecology. Biological approaches to maintaining health of natural forests, national park, and other various 

habitat will include following topics, such as ecology, taxonomy, ecological restoration, landscape ecology, environmental 

law, etc. After completion of this class, students will be prepared to apply for a qualification certificate for engineer in nature 

environment and ecological restoration.

● 재미학개론(200975)

Introducion of Funology

재미학은 재미를 갖는데 관한 과학이다. 본 '재미학개론‘은 재미의 본질을 분석하여 인간 삶의 본질적 문제를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실제로 재미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일상 속에서 ‘영화가 재미없다’, ‘일이 재미없다’, ‘공부가 재미없다’에서 더 나아가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표현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재미는 인간 삶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재미는 인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인간 삶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재미의 본질을 탐구한다. 재미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재미는 학습자에게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Funology is the science of having fun. This course –Introducion of  funology- is to analyze the essential problem of human 

life exploring the nature of the fun. In fact, a range of fun is very wide. ‘The movie was boring’, ‘It's not fun’, ‘Studying is not 

fun‘ 'No fun to live’ - to go further from this fact to express, as you can know, the concept of fun encompasses  the entire 

human life.   It includes a wide human life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So fun is essentially a problem 

of human life. In this course we will explores the essence of fun. The quest for the essence of fun is to allow learners to 

configure the goal of his life. In addition, a fun helps the learner be able to live the energetic life.

● 지구환경과지속가능발전(200976)

Glob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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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의 지속과 함께 환경과 자원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본 교과목은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종류, 대안을 학습하는 

한편 환경과 경제, 사회 발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현안,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지속성 유지와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과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서도 고찰한다.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energy, and resource issues spread over the global community beyond a individual country. 

We have to seek the appropriate measures and solutions for those issues in global perspective as weel as in an individual 

country. This course introduces major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lternative policy approaches. In this course we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ims harmonizatio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cological integrity including animal welfare and right.

● 진로설정과자기개발(200978)

Career Development and Self-Improvement

본 교과목은 학부교육 선진화의 지향점인 학생의 진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해 마련된 교양과정임 

 - 첫째,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기소개서, 이력서 및 면접전략을 습득하게 하고,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 후 직장적응력을 높임

 - 둘째, 21세기 직업세계를 소개하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과 설정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실제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셋째, 현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정량적, 정성적 탐색)을 할 수 있음 

 -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 스스로가 체계적인(목표 설정, 실행방안 수립, 학년별 계획 등) 자신의 진로설정 

및 자기개발을 구상할 수 있음 

 - 다섯째,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기업 특성이론을 통하여, 지적·정서적 자극을 갖출 수 있음

This subject is the course, which makes students efficiently and stably accomplish their career path.

 - First of all, students from this course can learn not only how to write a resume, cover letters but also strategy for 

interview and expert knowledge for social life, which adapt to work better after getting job. 

 - Second, this course introduces 21 century business-world to students, provides them with opportunity to find their career 

path, and enhances understanding of companies after making them get the knowledge needed in the business. 

 - Third, students, from this course, can explore themselve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 

 - Fourth, based on these, students can make a plan for their career and self-improvement such as setting goals, devising 

action plan, schedule for each grade and etc.

 - Fifth, students can have intellectual and emotional stimulate from the trait theory for busines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things.

● 창업을위한법률(200979)

Law for Founding

창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법인 상법과 노동법 조세법 그리고 창업에 관한 각종 특별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업을 

하려면 먼저 어떤 종류의 기업을 창업할 것인지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외에 법원이나 등기소에 법인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세법과 관련하여 보면 

개인사업자한데 필요한 세법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이 있다. 사업자가 직원을 두는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업원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노동법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창업을 하여 제품을 만들어 내려면 종업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서는 

고용계약 등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특별법을 배운다.

Law for founding aims to stduy commercial law, labour law, tax law and special law which are necessary to found 

company. Firstly, we should decide a form of enterprise, namely a private enterprise and juridical person. It is neseccary 

Registration of Business to tax office in case of a private enterprise, and registration of corporation to registry office in case 

of juridical person.  Secondly, A private enterprise must prepare income tax, value added tax and withholding taxes. And 

juridical person should pay corporation tax, value added tax and withholding taxes. Thirdly, It needs to knnowledge to 

labour law for adoption of employee.

● 철학심리치료(20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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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cal Therapy of Mind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만연된 왜곡된 인성과 인격장애에 대한 치유와 해법을 모색한다. 특히 인격장애의 유형을 알아보고 

우울증, 불안, 분노 등의 감정에 대한 심리치료와 철학치료의 융복합적 이해를 도모한다. 인지치료, 정신분석, 실존치료와 

로고테라피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한다.

In this class we focus on the personal disorder of contemporary human being. Especially we try to get the philosophical 

insight on the healing of personal disorder,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by the philosophical therapy, eth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 청년창업의이해(200981)

Understanding of Youth Start-ups

1. 청년 창업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를 숙지함. 

2. 청년들의 사업 비젼과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도전의 길을 열게 함.

3. 또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 아이템 활용 방법, 전문 멘토와의 

상담과 조언 및 창업 보육센타 활용 및 창업 자금 지원 등 제반 정책 지원제도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발판을 

내실있게 마련코자 함.

1.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 of Youth Start-ups.

2. Helping youths to challenge  future with their business vision

3. Helping future founders harden foundation for their start-ups by examining closely these fators below;

  - How to use items that are not materialized yet.

  - Counselling and advices from professional mentor.

  - Settlement support systems including fund raising and Business

    Incubator Center

● 취·창업스타트업잉글리쉬(200982)

Startup English for Career

이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취업에서 요구되어지는 영어 회화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자기소개, 인터뷰, 

그리고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취업에서 요구되는 기본 영어 실력을 배양시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훈련을 받고, 팁을 

배우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한다. 매주 특정한 

주제가 지정되며, 학생들은 그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연습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연습에 참여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그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의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할 영어실력과 함께 영어 

말하기 테스트 영역까지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to develop their oral skills that is required for careers. Students are presented 

with opportunities to receive training and learn tips related to effectively speaking in English such as self-introduction, 

interviews, and presentations. Students practice introducing themselves, expressing their thoughts in English for various 

purposes and situations. A specific theme is designated each week, student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practice 

texts related to the theme. By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ngage in various practices, students can enhance 

their level of confidence. Eventually, students will be assisted with preparing for English oral tests that are needed for their 

careers.

● 친환경주거시설에대한이해(200983)

An Understanding about Sustainable Residential Building

평생 8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건축물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해결방법 등을 강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이용방법 등에 대해 주지시켜 건강한 삶과 에너지 절약 방법을 논한다.

It will be lectured, how resolve the factors that affect health in buildings, in which we spend over 80% of life. And we 

discuss also, how to save energy as well as how to use renewable energy for healthy life.

● 커리어정보및기술능력(200984)

Technical Ability and Information Ability  for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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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중심으로 직무기초능력으로서의 기술능력과 정보능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며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Studen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echnical Ability as the  basic  competency ability and Information Ability with a basi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establish the basic concept, and study the fundamental content that require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worker

● 커리어직업윤리및대인관계능력(200985)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Professional Ethics for Career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중심으로 직무기초능력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과 직업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며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Studen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s the  basic  competency ability and Professional 

Ethics with a basi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stablish the basic concept, and study the fundamental 

content that require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worker

● 커리어의사소통및문제해결능력(200986)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for Career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중심으로 직무기초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며,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Studen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Communication Ability as the  basic competency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with a basi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stablish the basic concept, and study the fundamental content that 

require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worker

● 커리어자기개발및조직이해능력(200987)

Self-Development Ability and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for Career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중심으로 직무기초능력으로서의 자기개발능력과 조직이해능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며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Studen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Self-development Ability as the  basic  competency ability and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apabilities with a basi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stablish the basic concept, and study 

the fundamental content that require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worker

● 커리어자원관리및수리능력(200988)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Numeracy for Career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중심으로 직무기초능력으로서의 자원관리능력과 수리능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며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Studen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as the  basic  competency ability and Numeracy 

with a basi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stablish the basic concept, and study the fundamental content that 

require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worker

● 키워드로읽는슈퍼차이나(200989)

Super China Odyssey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오늘 “슈퍼차이나”로서 세계무대에 섰다. 우리는“중국고전”을 통한 인문 역사 철학적 기반, “차이나시네마”를 

통한 중국인의 삶, “차이나타운”을 통한 중국인의 자질, “올림픽”을 통한 중국정치의 현주소, “워이씬”을 통한 중국경제전망, 

“유우커”를 통한 중국글로벌화를 배운다. 이를 통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사회변화의 중심에 선 “인간”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참여하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China standing on the world stage is regarded as Super China. we will learn  the Chinese arts and social，history and 

philosophy by China classical literature, the life of Chinese people by China Cinema, the Chinese Character by China 

Town, the China Politics by Olympics Games, the Chinese Business by Wechat, the Chinese Globalization by Chinese 

Youke. In fact， we hope you who regardless of nationality and race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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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스잉글리시얼라이브(200990)

Pops English Alive

팝스 잉글리시 얼라이브는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현대영어를 습득함으로써 영어를 친숙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과목이다. 팝송을 통해 배우는 영어학습은 수많은 영어학습 방법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팝송을 통하여 

실제 일상에서 사용되는 살아있는 영어와 커뮤니케이션, 영문법, 리스닝 능력 향상, 영어구문의 구조와 문장패턴에 대한 이해를 

모색할 것이다. 팝스 잉글리시 얼라이브를 통해 우리는 길게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와 함께 팝송학습이 주는 단순한 멜로디에 

매료될 것이다.

Pops English Alive has been designed to familiarize you with English and the modern Modern English used in everyday 

life. Studying Pop song is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of improving English. Students will understand what live English and 

communication is and have a very good understanding  of English grammatical structure, listening ability. and they can 

also learn patterns of English sentences.  

 Pops English Alive may include Listening, Grammar, and English composition. In order to achieve satisfactory success, 

we can improve both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Studying Pops English Alive will help students to determine 

which skills they need to practice the  most. We will be fascinated by its simple  melody with a long lasting message.

● 학습코칭심리학(200991)

Coaching Psychology of Learning

개인의 삶 및 업무에서의 학업적 웰빙과 수행 증진을 위해 학습코칭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과 모형에 대해 

배우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시된 학습코칭 심리학의 이론과 모형에 대해 이해한다.

We understand about the various theories and models of psychology that can be applied to the coaching scene of learning, 

and the theories and models presented in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of coaching psychology of learning in order to 

promote academically wellness and performanc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business.

● 한국인의법과생활(200992)

Law and Daily Life of Korean

일반적으로 법학은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법률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규범으로서의 법’을 ‘생활 속의 법’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컨대 양성평등의 문제, 양심과 표현의 자유, 혼인과 

이혼, 상품의 구매과정에서 계약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교통사고의 처리, 환경오염과 환경권, 근로계약과 취업,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등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소재로 하여 법학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일반행정공무원,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앞으로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초학자들에게 법률의 기본원리와 이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설명할 

예정이며 총론에서는 법의 전반적인 이해에 필요한 법의 일반원리를, 각론에서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과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Generally, the law is regarded as a very profound and metaphysical  study but almost of our daily life is related to matter of 

law. Thu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students‘the normative law’ with ‘the law in daily life.’This course 

will study with various cases that we could experience in everyday life with legal principles: for example, gender equality, 

free speech, marriage & divorce, freedom of contract & consumer protection, settlement of car accident, pollution & 

environmental rights, job & employment contract, and social security & national health insurance. Moreover, it might help 

the students to prepare for various civil service exams for governmental employee, police and prosecution officers, and 

also the students who want study law in the future to understand to learn theori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It is 

designed by two parts that learning general principles of in the first part ,and introducing daily cases relevant to law in the 

second part.

● 행복한결혼과예비부모교육(200993)

Happy Marriage and Education for Future Parents

1.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변화하는 성역할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바람직한 가정과 부모역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체계를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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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yourself firstly and to adapt changing gender role and it attempts to provide information 

on what kind of spouse you meet to create a healthy and stable home.

2. It attempts to provide a practice way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parents and children and makes healthy and 

functional family system,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for the preferred home and parenting depending on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

● 행복한인생설계재무설계(200994)

Happy Life Planning Financial Planning

본 과목은 대학생으로서 현금관리, 카드사용 등 기본적인 자금관리 뿐 아니라 취업이후의 사회생활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투자, 부동산, 세금, 상속 등 개인의 다양한 재무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미래 

인생설계와 대학인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life planning and financial planning for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life at 

work. And it facilitates the process of financial planning to achieve to various financial goals as university students. Topics 

include : financial planning process, investment planning, insurance planning, tax planning, estate planning, retirement 

planning, etc.

● 현대건축환경과인테리어기법(200995)

Modern Architecture Environment and Interior Technique

현대 우리사회의 건축은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윤택하고 편리하도록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을 하거나 이미 건축이 되었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본 강좌는 현대 건축과 한옥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살기 편한 건축과 인테리어 기법을 접목시켜 자신에게 적합한 건축 환경을 구상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물품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기를 상승 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Today in our society architecture is builded for human's convenient and better life. We are looking for other way for better 

life to build new architecture or  remodeling with old architecture in our given environment. From this class we will study 

about different between modern architecture and Han_ok(korea traditional hose), and using these techniques we will learn 

how to remake suitable architecture environment for us. For living convenient architecture and interior. And also learn about 

good arranging design for better human's life with interior decoration items.

● 현대인의웰니스운동과면역(200996)

Exercise and Immunity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의, 과학적 지식과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 스포츠와 관계하는 웰니스 운동과 면역에 

관한 연구결과들도 상당히 발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교과는 현대인에게 맞는 운동과 면역을 학습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운동의 중요성과 더불어 healthy aging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운동의 역할을 교양수준에 맞게 재미있는 학습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신 이슈가 되는 면역학적 지식과 운동 과학적 지식을 탐구 및 학습하고자 한다.

Many medical and scientific issues are reported in these days. Among this, sports related- exercise immunity articles and 

papers are also reported. In this subjects, we deals about exercise related- immunity, food-related immunity, obesity, 

stress and disease related- immunity with many recent articles.

● 호신술의이론과실제(200997)

Theory and Practical Use of Self Defence

여러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호신술이 필요하다. 호신술은 ‘상황판단 

능력’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직접 신체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Self-defense martial art is need to defend one’s self from numerous crimes that they can be exposed to. Self-defense will 

improve situational decision making by increasing observational skills, decision making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as well as cultivating skills to prevent aggravated situations, and defense skills for “real-life situations”.

● 동서양고전문학산책(200998)

Strolling in the Forest of Eastern and Wester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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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고전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를 투시했던 대가들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 우리는 대가들의 

보편적 정신과 마주함으로써 우리 시대가 처한 고통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자립 자존할 방안을 모색한다. 동서양 고전들의 

탄생배경과 작품의 개요를 파악함으로써, 시대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

Eastern and Western Classics are full of the spirit of the masters who did not shake in the currents and who witnessed the 

times. In the era of value confusion, we face the universal spirit of the masters and diagnose the suffering of our times and 

seek ways of self-reliance. By studying the birth background of the classics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outlining the 

work, we practice to understand the contradiction of the age objectively and to reinterpret it in its own way and understand 

the world widely

● 디지털사진학(505301)

Digital Photography

사진 촬영의 기본 기술을 공부하고 각종 렌즈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필름 감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촬영된 영상물을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여 포토샵을 이용한 후처리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s of digital photography. It covers the basic knowledge of light, optics, and digital 

imaging mechanisms. Also include some exercises of digital dark room techniques using photoshop.

● 현대생활과체육(509063)

Modern Life and Physical Education

1. 존재와 당위의 입장에서 체육의 근거와 방향을 모색. 

2. 체계적 원리와 정의로부터 현대생활과 체육의 의미성 확립

3. 실용적인 체육으로서의 이론 탐구.

4. 체육의 역사적 기원으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스포츠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영상 자료 활용 .

1. Looking for evidence an direction from existence and appropriation.

2. Establish the meaning of the gym and present day from systematic principal.

3. Theory research as practical training.

4. By examining videos, one can look at the origins of modern sports features through Ancient Greece, Middle Ages, and 

Modern time generation.

◎ 계열기초

● 문학개론(300028)

Introduction to Literature

문학 일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 소설, 희곡, 비평 등 다양한 장르를 공부한다. 그리고 동서양의 명작들을 읽고 분석하여 

감상하는 연습을 통해 작품해석능력, 문학에 대한 안목과 창작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Studying poems, novels, plays, criticism and various genres based on understanding of general literature. And enhancing 

ability to interpret works, an eye for literature and interest in creation by reading, analyzing and appreciating Eastern and 

Western masterpieces.

● 기초수학(300129)

Basic Mathematics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개념을 다룬다. 다항식, 삼각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등 기본적인 함수를 살펴보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것의 실생활에서의 응용, 미분법과 그것의 응용, 평균값정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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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tter understanding of a phenomenon arising from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basic mathematical theories will 

be introduced.

Topics include a brief review of polynomials, trigonometric,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s, followed by discussion 

of limits, derivatives, and applications of differential calculus to real-world problem areas. An introduction to mean value 

theorem concludes the course.

● 경영학입문(300264)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본 과목의 목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는 것에 있다. 경영이란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면서 개개인 또는 조직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별적인 노력들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그리고 점점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경영의 관리과정 단계인 계획, 조직화, leading, 통제에서 각 

단계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경영자가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 이해가 필요한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경영정보의 분야를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들을 의사 결정과 전략 제조 과정 향상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살펴본다. 그리고 개념들을 이해를 장려하기 위해 위의 콘텐츠 (contents)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국내와 국외 

기업들의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for the students to learn the basic concepts and theories needed in business in this 

fast-changing environment. Business refers to the composition of effort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satisfy social 

needs while producing and selling products and services to create benefits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ased on 

this, the impact of business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creasingly important global business 

environment will be examined. The business management process of planning→organizing→leading→controlling and the 

activities that are undertaken in these stages will be looked into, and the functions which are necessary for effective 

management: production ∙ management, marke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will be studied. Also, we can see how these knowledge can be applied to improve 

the decision-making and strategy-making process. And in order to support the comprehension of these concepts, there will 

be application and analyses of past and future/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firm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contents.

● 교육학입문(300265)

Introduction of Education

본 교과는 교육학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탐구한다. 먼저,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교육 실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 준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성격에 대한 고찰은 일상적으로 경험 해 온 교육현상을 교육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This study explores the theory and the practice of education in general. First of all, one will consider various definitions of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education. Setting up the concept of education fosters a critical insight into the 

education. And a study about the characters and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education allows us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aspects of educational phenomenon in daily life. In addition, it also allows us  to comprehensive understanding 

with the diverse academic perspectives. Also, the studying various issues related to education provides students with the 

ability to make rational judgments about various educational issues.

● 매스커뮤니케이션의이해(300266)

Understanding Mass Communication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측면에서 핵심적인 매개체인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기초를 학습하고, 그 근간인 방송, 인쇄미디어, 

뉴미디어 등 매체와 저널리즘, 디지털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 미디어산업과 대중문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이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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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foundation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mass communication phenomena that are core 

mediators in daily life as well as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aspects. In order for this purpose, it helps 

students learn basic concepts of mass communication and various media, and  provides a variety of methods and  

theories on journalism, digital communication, persuasive communication, media industry, and popular culture.

● 미적분학입문(300267)

Introduction to Calculus

미적분학은 지난 수십년간 자연과학 및 공학을 포함한 이공계열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의 기초교양 과목으로 

자리잡아 왔다. 본 교과목은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미적분학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각 전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인 함수의 극한,연속, 미적분에 관한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전공과목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배양을 목표로 한다.

Infinitesimal calculus has been a foundation subject for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major students. It is assumed, 

however, freshmen who start their engineering major are not ready for the higher level of calculus. Thus,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learn on limits and continuity of a function, build the mathematical ability on calculus and ultimately 

cultivate knowledge applicable to their majors.

● 미학입문(300268)

Introduction to Aesthetics

미(아름다움) 및 예술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의 주요 영역을 간추려서 일목요연하게 살펴본다. 미와 예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왜 미와 예술을 추구하는가?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술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으며, 특히 현대예술은 왜 별스럽고 난해한가?......등등 수많은 미적, 예술적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탐구한다.

This course inquire into various key fields of aesthetics which basically deals with problems of art and beauty. What are 

indeed art and beauty? Why we human beings pursue art and beauty? What influences have art to human beings? How art 

varies with time?  Why contemporary arts are so eccentric and difficult?......These various important problems of art and 

beauty will be dealt with.

● 사회학입문(300269)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 고전이론과 현대이론, 문화, 가족, 성과 사회, 일탈, 사회불평등, 노동과 경제생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정치권력 등 

사회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룸

Lecturing on critical issues of sociology like classical and modern theories, culture, family, gender, deviance, social 

inequality, work and economy,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 political power, etc.

● 스포츠과학입문(300270)

Sports Science

본 강좌는 스포츠 현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스포츠 활동과 관계있는 생리 ·심리 ·역학·사회적 양상을 다룬다. 

또한, 본 강좌는 스포츠 활동 자체에 유익한 다양한 과학적 지식에 대해 가르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various laws that exist within the sport phenomena and learn 

about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epidemiological and social aspects related to sports activities. Also, this course 

teach scientific knowledge that is beneficial to sports activities.

● 심리학입문(300271)

Introduction to Psychology

본 강좌는 기본적인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이 왜 과학인지, 사람이 행동함에 있어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마음의 내적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신의 언어를 통해 보고된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의 결과들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개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sychology is a sciecne in which behavioral and other evidence (including individuals’reports of their thoughts and 

feelings) is used to understand the internal process leading people (and members of other species) to behave as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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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학입문(300272)

An Introduction to History

역사학의 입문단계로서 역사학의 정의,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향을 고찰함으로써 역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설정한다. 

역사학의 여러 요소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줌으로써 전공별, 시대별 역사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역사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킨다.

As an introduction to history, This course would establish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through researching of definition, 

subjects, contents, directions of historical studies. And this course would provide students various elements of history 

easily so as to make students acquire knowledges of history and to raise students’s interest in history.

● 운동물리학입문(300273)

Introduction of Kinetic Physics

본 교과목은 일차원 및 이차원 운동, 스칼라와 벡터, 운동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역학 및 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능력 개발에 그 주안점을 둔다.

Emphasis is placed on developing the ability of student to a systematic approach in mechanics and engineering. For this 

purpose, students learn about one-dimensional motion and two-dimensional motion, scalar, vector and the laws of motion.

● 일반물리학입문(300274)

General Physics

본 과목에서는 공학의 기초가 되는 역학, 열 역학, 음향학, 유체역학, 전기자기학, 광학, 그리고 현대 물리학을 개론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힘, 에너지, 마찰, 일, 각운동량, 진동, 전자기력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general principles and  analytic methods of physics to students who major in Engineering. 

Besides, it covers mechanics, thermodynamics, acoustics, fluid mechanics, electromagnetic, optics and modern physics. 

Especially, this course includes force, energy, friction, work, angular momentum, oscillation,  electromagneticforce etc.

● 일반생명과학입문(300275)

Introduction to General Life Science

생명체의 생성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 생명과학 관련 학문의 발전과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생명과학 학문 전반의 토픽을 강의한다. 또한 생명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포내 거대 분자 및 화학물을 

생명체가 어떻게 합성하고 이용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history and development of life science and current topics of biotechnology will be focused. This 

course also provides to students to gain an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how chemical components and cellular 

macromolecules are synthesized and utilized by the organism during cell growth and development.

● 일반화학입문(300276)

Introduction to General Chemistry

공학도를 위한 화학 입문 과목이다. 화학과 화학반응의 기본 원리와 이론을 학습한다. 나아가 화학 관련 산업체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개념과 모델을 이해하고 환경과 에너지에 응용되는 화학반응과 현상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 basic chemistry for engineers. It is a study of the principles and theory of chemistry and chemical 

reactions. It includes concepts and models for the chemical engineering and also includes applications for environment 

and energy system.

● 제조산업융합개론(300277)

Introduction to convergence trend of  manufacturing industry

인더스트리 4.0을 중심으로 현 제조산업 트랜드를 소개하고 제조산업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사례 및 방법 등을 살펴본다. 특히, 

인더스트리 4.0 개념 및 특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제조산업 각 분야에서의 변화 및 특징을 고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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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studies about the current manufacturing industry trend based on Industry 4.0 and examine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actices, and methods relating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the course studies 

the definition and development of Industry 4.0, through those, inspecting and analyzing the changes and featur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 철학입문(300278)

Introduction to Philosophy

현대사회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인간의 본성을 성찰한다. 동화 피노키오, 영화 A.I. 매트릭스, 어퓨굿맨, 로미오와 줄리엣, 

레미제라블을 감상하고 동굴의 비유, 의심의 방법, 통 속의 뇌, 행복기계 사고실험 등을 통해 나의 정체성, 가치있는 삶, 아름답고 

숭고한 삶에 대해 성찰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philosophy to develop the perspective toward Humanity and World, Life and Science. the true value 

and beauty, sublime in human life.

● 컴퓨터활용입문(300279)

Introduction to Practical Computer

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컴퓨터의 운영 및 조작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이에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컴퓨터의 운영 

및 응용, 사무자동화, 과학적인 정보 처리 및 관리를 배우는 강의와 과제를 통하여 컴퓨터 실무 운영 능력을 배양한다.

According to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operation and manipulation of computer has become indispensable. 

Thus this curriculum subject covers understanding the basic principle of computer and develops operation ability of 

working level for computer through courses and tasks learning computer operating and application, office automation, 

scientif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 통계적사고(300280)

Statistical Thinking

통계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활용되며 사용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강의 내용은  통계적 사고를 

습득시키기 위해 데이터수집, 기술통계, 데이터의 시각화, 통계적 추론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reasoning involved in the statistician’s approach to a 

variety of problems in modern society. Topics include data collection, descriptive statistics, graphical displays of data, the 

normal distribution, elementary probability, elements of statistical inference,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 프로그래밍언어입문(300281)

Introduction to Programming Languages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개념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 데이터의 형태와 구조 등을 다루며, 프로그램 변수의 개념, 순서, 선택, 반복의 논리와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배운다.

The computer program is written by the programming language, and this subject covers the basic concept of programming 

language and the basic skill of computer programming. And the students study the properties of programming languages, 

the types and structures of data, also learn the concept of variables, the logic of sequence, selection, and repetition of the 

program, and the related basic principle and structure of the programming.

● 기초독어(400105)

Elementary German

본 강의는 독일과 독일어 문화권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독일어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다. 특히 

독일어의 알파벳에서부터 독일어 발음, 읽기, 청취력, 말하기, 작문, 이해력 등 균형적인 연습을 통해 독일어의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을 준다.

This lecture focuses on acquiring an overall understanding of German language in order to figure out German speaking 

society and culture. In particular, this lecture leads to master the basic use of German language through balanced 

exercises of the alphabet, pronunciation,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comprehens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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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불어(400109)

Elementary French

프랑스어의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습득하여, 실생활 프랑스어의 사용에 필요한 기반을 다진다.

Acquisition of useful vocabulary , basic grammar sentence structure to get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use in real life

● 기초중국어(400140)

Basic Chinese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중국어 발음부터 기본 인사나 기본 문장, 기본 문법을 학습한다.

The first students to learn Chinese, Learn basic pronunciation, basic sentence and basic grammar from Chinese 

pronunciation.

● 기초한문(400190)

Fundamental Chinese Writings

이 수업은 학문 탐구의 기본인 한문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수의 학문이 아직 한자 또는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한자의 구성, 한자의 습득을 기본으로 학습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한문 기초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한자와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키우도록 노력한다.

This class aims to acquire the basic Chinese texts of the study of academics. Many studies are still composed of Chinese 

characters or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basically learn basic Chinese composition and acquire Chinese character. In 

addition, studying mainly basic Chinese grammar, try to nurture basic academic knowledge.

● 법학입문(400232)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Law

법의 이론적 체계의 정립과 실천적 적용 및 이념적 평가를 위한 학문으로서 법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An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Concepts of law, functions of law,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cracy and 

law and the general contents of sound laws.

● 정치학입문(400919)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이 과목은 정치학 입문과목으로서 정치학은 무엇이며,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정치, 권력, 

권위, 국가, 민주주의 등과 같은 핵심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나아가 다양한 정부형태와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course introduces such the basic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as politics, power, state, influence, authority, 

democracy and legitimacy. Emphasis is also on how these concepts relate to the basic institutions of government. It also 

introduces the various forms of government and legislative process.

● CAD/CAM(504694)

Computer Aided Design/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and Practice

기계시스템 디자인 및 실습 과목에서는 공학설계에서 필요한 제도 규격과 컴퓨터를 이용한 2D 및 3D 설계를 강의한다.

본 과목에서는 강의를 통해 이러한 규칙을 학습함과 동시에, 실습을 통해 공학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툴(tool)인 CAD/CAM 

소프트웨어를 익힌다.

This subject provides both lectures on drawing standard and training for computer assisted drawing. Students use 

commercial CAD packages such as Auto CAD and CAM program to practice the drawing of various kinds of engineering 

parts. This course also teaches basic features of computer graphics and two dimensional geometric modeling.

● 확률및통계입문(509234)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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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의 정의 및 응용분야를 소개하고, 자료의 요약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숙지시킨다. 그리고 확률에 대한 기본개념, 원리 및 

이론을 학습하고, 확률분포이론, 표본분포에 관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통계학의 기초를 이루는 확률 개념과 확률모형을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확률분포이론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definition of statistics and an applied field and acquaints with various techniques for a summary of 

data. And It covers a basic concept about probability, a principle and a theory. Also it deals with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theory, sample distribution. And An elementar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probability. The principle of combinational 

analysis, axiom of probability theory, extremely important subject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 기초일본어(900353)

Basic Japanese

초보 수준의 학습자에게 일본어 문장을 중심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연습함으로써 기본적인 일본어 문법을 익히도록 

학습한다.

In this course for introductory level students, we will learn basic Japanese grammar by practic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based on Japanese literature.

● 경제학입문(902089)

Economics

이 강좌는 대학 초년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이해를 돕고자 한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들의 관계와 사람들의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freshmen get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Using the principles of the economy, we 

will learn about the relationships of economic phenomena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people.

◎ Bridge교양

● 광고언어의이해(200014)

Understanding of Advertising Language

현대 소비사회의 쏟아지는 광고 속에서 소비자로서 상품의 효용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언어가 유발하는 여러 구매 

심리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상품공급자로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광고전략 속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고언어는 일상언어와 다른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언어학의 음음론과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기초 지식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광고언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신문광고, 방송광고, 유투브광고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bility to analyze and comprehend the advertising language. This 

language my not always be "correct" language in the normal sense. To know how the advertising language functions and 

conveys specific message to consumers  is critical in this course. 

 With the theory of phonetics, word formation, syntax, sematics,   and pragmatics, various characteristic features of 

advertising language in papers, journals, broadcasting, and SNS should be identified and compared.

● 문학과인생(200091)

Literature and Life

문학 일반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을 통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갖게 한다.

This course aims to guide university students to understand or appreciate comprehensive literature based on multiple 

literary theories and basic knowledge. Futhermore, this lecture tries to encourage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lives through 

meaningful literary works and their instinctive and profound thinking.

● 생활속의수리(200142)

Mathematics in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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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지니고 있는 수학적 본성과 수리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법과 아울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수리적 사고 영역이 어떤 

형태로 내재해 있는가를 인식함으로써 수학을 문화로서 이해하게 한다.

This course recognizes in what form mathematical accident area is indwelled within method and life that appreciate 

mathematical beauty that nature is having.

● 정보통신과미래사회(20024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Technologies for the Coming Age

공학 및 자연과학 비전공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공학의 원리, 중요 기술 내용, 차세대 기술 동향을 이해시키어,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일깨우고, 생활 및 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시킨다.  

1. 정보통신 정의와 범위, 전자기파 신호의 물리적 원리, 정보기술 발전 역사를 배운다.

2. 정보통신의 기초 원리와 기술들을 이해한다.

3. 첨단 정보기술 동향과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통해 정보기술의 중요성과 문화, 경제적 영향을 공부한다.

4. USN, 사물인터넷, 반도체 및 나노기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첨단 정보기술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An introductory overview of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rinciples and technologies is offered to 

non-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majoring students to explain the cultur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IT to the future 

society. 

1. Definitions regard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signals, and electromagnetic wave and a brief history of information 

technology are reviewed.

2. Basic principles and technologies of modern communication engineering are lectured.

3. New technologies which include USN, IoT, semiconductor devices,  nano-technology, mobile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are explained in detail and their influences on future society are discussed.

● 인권과정의(200628)

Human Right and Justice

인류의 역사는 인권 쟁취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현재 인류는 인류공동체를 향한 염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운영원리 및 지도가치는 인권과 정의이다. 이 교과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인류와 한국인의 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권과 정의를 동서양 사상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권의 경우, 

여성문제, 아동문제, 북한인권 문제, 독재와 인권, 노동, 전쟁과 인권 등을 다루게 되고, 정의의 경우, 부정부패문제, 전쟁과 정의, 

평화와 정의, 불공정과 불공평, 우애와 정의, 시장과 국가, 공동체와 정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세계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Human history is the history of struggle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In the present, our mankind keeps striving for the hope 

of human community. The operating principle and leading value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order is human rights and 

justice. With this viewpoints, 'Human rights and justice' deals with the history of struggle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by 

mankind and especially Koreans. Furthermore, this course covers the conception of human rights and justice through the 

viewpoints of the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ers. Moreover, this course analyzes the multiple problems on human 

rights and justice in reality. These concerns the problems of women, children, North Korean human rights, tyranny and 

human rights, peace and justice, inequality and injustice, market and nation, community and justice.  Finally, this course 

deals with the directionality and goals that all the mankind and Koreans should take to achieve human rights and justice.

● 창의적비전과철학(200632)

Creative Vision and Philosophy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달이 가속화 되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대다. 본 강좌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In this class we focus on the nature of human being in contemporary technological culture. Especially we try to get the 

philosophical insight on the creative nature of human being.

● 한국문화와역사(200655)

Korean Culture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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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와 역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잘 몰랐던 우리 전통 문화의 진수를 

사이버 강의 형태로 흥미롭게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To be proud of our culture is in the world, what is it? This course has been known to our students not tell an interest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at. The lecture lasted for Cyber learning way.

● 글로벌시장과소비자(200661)

Global Market and Consumer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소비자학 전반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소비자선택이론에 입각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가계와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로서의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증진방안을 모색한다.

It is a subject that introduces the whole of Consumer Science with basic knowledge on the global market and consumers. 

It studies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consumer selection theory that household finance and consumers have been 

facing i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changing rapidly, through this, searches for a way of promotion of economical 

welfare for a person as a consumer and household.

● 생활속의물리학(200669)

Physics in Daily Life

생활속의 물리학은 발전하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과학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하려는 일반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양과목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와 직접 경험하는 많은 현상에 적용되는 물리의 기본개념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물리학이 수식이나 계산으로 가득찬 딱딱한 학문이기 보다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생활속에서 지혜와 상식을 터득할 수 

있는 유용한 학문임을 일깨운다.

The physics of life is liberal arts for general students to  understand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learn 

reasonable way of thinking. This subject introduce easily the basic concept of physics to apply a variety of instrument and 

phenomenon.  The purpose of the subject is to realize that physics also is not full of formalism and calculation but useful 

learning to know wisdom and common sense.

● 생활의학의이해(200672)

Consideration about Regulation of Living in Oriental Medicine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을 바탕으로 인체의 전반적인 생리와 병리에 대해 학습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이다.

We learn about the overall physiology and pathology of the human body, based on experience in the various situations in 

daily life.  Understanding of human begins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body. Understanding of the human body 

makes understand the human being. And it will be the link between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 미래경영의길잡이(200676)

The Guide of Future Business Administration

본 교과목은 기업의 미래를 경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경영 마인드 제고와 21세기 현대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미래에 필요한 경영학 기초 지식을 

이해한다. 미래경영의 필요성, 현대경영, 경영자의 역할, 기업경영, 미래경영의 인사와 마케팅, 한국기업의 미래 방향, 기업가 정신 

등의 주제를 다룬다.

This course is explaining the basis of business, the core contents for the future management of the companies in the 21st 

centuries and is raising the modern business mind.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the Korean Companies 

have accelerated the globalization. So we have to understands the basic knowledge required for the future in according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We deals with the need for future management, modern business, the role of managers, 

corporate management, human resources and marketing, the direction of Korea's future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of managers in this subject.

● 라이프스타일과색채(2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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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 Color

라이프스타일을 예술과 문화분야 트랜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주제별로 나타나는 색채의 특성, 기능, 시스템을 

이해하며, 색채의 과학적, 지각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속성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tilize the design of the modern lifestyle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systems of colors and by researching the aspects of scientific, perceptual,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properties of colors.

● SNS와스마트세상이해(200713)

The Understanding of SNS and Smart World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SNS의 활성화로 인하여 사회의 많은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 및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기의 사용법과 SNS의 사용법 그리고 이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 한다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SNS and the emergence of smart devices caused a lot of changes in society.

As a current member of the society against the current and near future.

So usage of smart devices and SNS, and this phenomenon is described with respect to the society on the pros and cons

● 한의학과생활건강(200739)

Life, Well-being and Traditional Medicine

- 건강 장수의 한방 양생법 이해

- 최고의 양생 가치를 가지는 미론에 대한 이론과 활용 

- 자연, 생명, 생사에 대한 “기론”적인 입장 이해  

- 한방 “양생의학”적인 다양한 이론의 이해와 활용  

- 인간 사회와 생명의 상대성 법칙과 순환론 이해

- 사계절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건강 양생법  

- 음식, 거처, 감정, 남녀 성생활에 대한 건강장수 양생법

- 건강 기공운동의 정기신론적인 이론의 이해와 체험

- Th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care of health for longevity

-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n beauty theory in highest value of "preservation of health"

- The understanding of nature, life, living and death by the view of Korean Qi medicine  

- The application of oriental medical Qi theory

-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 concept and circulation theory in human society and life

- The care health of adaptation to four season's climate, food, dwelling, emotion, sex in life

- The understanding experience for Jong, Qi, Shin theory of health Qigong  care

● 사회생물학적인간탐구(200753)

Social Biological Human Study

동물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형성하도록 여러 이론을 학습한다. 개인의 이익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도 타인과 사회관계를 추구하는 인간행동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생물학의 제 이론을 학습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방법론을 검토해봄으로써 현대사회 인간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본다.

The learning theories to form a desirable human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based on animal social behaviour. We 

indulge in constant personal gain as well as pursuit of the social relations  to review the practical methodology accordingly 

by the modern society of human behavior patterns and reviews of the social  relationship.

● 사이버범죄의이해(200762)

The Understanding of Cyber Crime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된다. 본 과목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이해하고, 사이버 

범죄현황을 고찰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규를 이해하고,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의 구제제도에 대해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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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Understanding of cybercrime and is to acquire the basic knowledge to prevent cybercrime. Cybercrime is 

divided into general cybercrime and terror-type cybercrime.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ype of general cybercrime and 

cyber-terrorism, examines status of cybercrime. In addition, it is understand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regard, and 

learning about the system of relief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to prevent cyber crime.

● 현대사회와철학상담(200776)

Modern Society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철학의 방법으로서 대화의 기원과 철학상담의 역사적 전개를 소개한다. 인지치료의 기원인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비롯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데카르트의 성찰, 칸트의 비판, 헤겔의 변증법, 키에르케고르의 불안, 하이데거의 염려와 

기투 등 실존주의철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현대 철학상담치료의 선구자인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 이르는 철학상담의 역사를 

개관한다. 이를 통해 행동주의, 인지치료, 정신분석 등 심리치료와 실존치료, 로고테라피 등 철학치료의 융복합적 이해를 도모한다.

In this class we focus on the origin of dialogue as the method of philosophy. Especially we try to get the insight on the 

history of philosophical Counseling from the beginning. Socratic Dialogue, Platon's analogy of cave, Augustine's 

Confession, Meditation of Descartes, Kant's Critique, Hegel's Dialectic, Kierkegaard's Concept of Anxiety, Heidegger's 

Care(Sorge), Psycho analysis of Freud and Logo therapy of Frankl.

● 기업과회계정보(200784)

Business and Accounting Information

기업과 회계정보는 회계학의 전반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회계학의 입문 과정이다. 회계학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다. 기업과 회계정보는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정보를 다루는 

분야이다.

Business and Accounting Information is the introduction to the Accounting discipline which covers the whole fields of 

accounting . Accounting is the field which studies the methods to produce and use the numerical information on the 

Business. 21th Century is the times of information. Business and Accounting Information is the field which deals with the 

information of business in the information times.

● 수학산책(200786)

The story of Mathematics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수리적 패턴을 발견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인간 생활과 현대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원리와 수리적 개념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find and enjoy mathematical patterns in beautiful Mother Nature. It also examines mathematical 

principles and ideas which have influenced human history and modern society.

● 건축과경제(200791)

Introduction to Construction and Economy

이 교과목은 건축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건설 산업과 경제와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과정으로서, 건축공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1학년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삼는다. 교육내용은 건축의 각 분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건설 산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건축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강의는 담당교수가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지식을 전달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project management and economic. It focuses basic knowledge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economics, including understanding economic problems related to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echniques; and construction industry. This class is for non-majors only.

● 영화속의생명공학(200800)

Biotechnology in Movies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생명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를 담은 DNA를 이해하고, 바이오와 

인간생활, 미래 세계, 바이오 융합기술(BT-IT-NT)과 상상의 바이오산물 등을 알아봄으로서 바이오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생명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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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describe how the biotechnology was applied in  various movies and provide basic knowledge of biotechnology 

by understanding of DNA harboring bio-information, bio and human life, bio-convergence technology (BT (Bio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and NT (Nano Technology)) and bio-product of fancy in the movies.

● 뮤지컬과음악의이해(200805)

Understanding of “Musical” and Music

19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뮤지컬의 역사 전체를 조명하여 현 세대의 뮤지컬이 성립된 배경과 그 특색의 기원을 연구함으로써 

뮤지컬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뮤지컬을 통해 쉽게 음악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음악의 전체적인 분석과 이해의 폭이 넓히는데 도움이 

되며, 음악을 통해 음악이 역사, 경제, 정치등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연구한다.

Studying of “Musical” theory and performance to understand  general history of western music.

● 한국의의료문화(200813)

Korea Medical Culture

한국의료를 구성하는 두 축인 한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한 문화적、구조적、사회적 이해를 위한 과목으로, 먼저 동서의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을 형성한 역사와 철학, 문화적 배경을 알아본다, 

- 건강과 질병, 병인, 치료원리 등의 기초개념과 진단치료방법 및 그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특징. 

- 문화권과 국가별 의료관습과 주된 의료형태의 차이. 

- 한국에서 두 의학의 최초 교섭과 해방전후의 제도화과정. 

- 의학과 의료의 본질과 가치, 의료와 그 실천영역인 사회의 상호관계. 

- 현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의료소비자의 행동특성과 의료인 혹은 의료중개자의 역할. 

- 통합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두 범주와 세계의료시장 및 추세.

Understanding of cultural, structural, social backgrounds on Korean and western medicine constructing two axes of 

medical services in Korea. 

-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ir own paradigm 

- Basic concepts of health, disease, pathogen, therapeutic principl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s 

- Medical customs along culture and nation

– Initial intersection of two medicines in Korea and their instrumentation procedure 

– World maket and treds of Integrated medicine and complementary/alternative medicine

● 외국인을위한학습법세미나Ⅰ(200815)

Study Workshop for International StudentsⅠ

본 교과목은 유학생의 대학 적응 능력 및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다. 본 과목을 통해 유학생들은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등 교육 수준에서 학습의 의미를 이해한다.

Course Overview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the ability to adapt and lear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llege. Through this course, international students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learning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learning in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 외국인을위한학습법세미나Ⅱ(200816)

Study Workshop for International StudentsⅡ

본 교과목은 유학생의 대학 적응 능력 및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다. 본 과목을 통해 유학생들은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등 교육 수준에서 학습의 의미를 이해한다.

Course Overview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the ability to adapt and lear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llege. Through this course, international students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learning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learning in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 21세기글로벌경제(200823)

21st Glob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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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 이에 따른 산업의 변화를 제시한다. 미래의 

유망직종과 이를 위한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유망산업과  미래의 자화상 예측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주제를 교수의 수업, 

학생의 발표, 학생들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1. 2045년 미래의 신기술과 이에 따른 신산업은? 그리고 지구환경의 변화는?

2. AI로봇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와 소멸이 예상되는 일자리는?

3. 공유경제의 정의와 나타나게 된 배경, 향후전망과 공유경제로 인해 새로이 태동하는 산업은? 

4. 이러한 미래의 산업 및 지구환경변화에 맞춰 자신의 미래희망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

It suggests to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economy, the changing future economy, and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industries. It tries to find the promising jobs in the future, and searches the suitable jobs. 

The topics are such as:

1. What are the future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2. What kinds of jobs are created and are destroy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I robot?

3. What will become the results of the sharing economy and following industries?

4. Think of the future yourself, and make your own CV.

● 3D입체음향이야기(200824)

3D sound reproduction in audio/video

3차원 입체 음향 시스템 정의, 목적,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해한 후 3차원 입체 음향 시스템 위한 관련 기술을 강의한다. 또한 3차원 

입체 음향 시스템 적용하여 응용한 분야를 알아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definition and objective of three dimensional  sound reproduction system. It covers the need for 

understanding the technology of three dimensional sound reproduction system. Also this course studies various application 

field of it.

● ICT기반의창조경제(200825)

Creative Economy Based ICT

ICT 분야에서는 최근에 BMW가 화두가 되고 있다. BMW는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웨어러블(Wearable)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모든 서비스를 데이터로 치환하여 맞춤형, 개인형 서비스로 탈바꿈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중(Mass)의 

시대에서 개인(Personal) 시대로 들어가는 기술적인 기반이 된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ICT의 주요한 기반기술이 되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등에 관한 융합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을 강의한다.

Recently, BMW is a hot issue in ICT field. BMW, the newly-coined word, means Big data, Mobile, and Wearable. 

Transforming personalized and private service using data from the all service and providing are technological platform to be 

the personal era from the mass era. Therefore this course provides the lectures for the empowerment of convergence about 

Big data, mobile, and wearable which are technological platform of ICT.

● Image,Sound & Technology(200826)

Image, Sound & Technology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메시지의 전달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 방식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오늘날의 첨단융합미디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본 교과목에서는 첨단미디어의 폭넓은 이해와 활용을 위해 시각과 청각 메시지의 

기본 요소인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기본 이론 및 미학, 그리고 이미지와 소리를 멀티미디어로 변환하는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과 

관련용어에 대해 학습한다.

Historically human beings have used visual and auditory methods of communication. These ways of communicating 

combined with the latest digital technology has created the form what we call advanced media convergence. This course 

aims to equip students with an extensiv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skills regarding cutting edge media through 

providing the fundamentals and aesthetics of image and sound, which are basic elements of visual and auditory senses. 

Also, it will cover the basic digital theories, concepts and terminology in converting the image and sound to high-tech 

multimedia.

● IT세상의미래사회(200827)

Future of I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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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자, 소프트웨어 등의 IT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며,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IT 관련 기술들의 특징과 산업적 

가치를 이해한다. 또한,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첨단 IT 기술의 현황을 이해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IT technology such as computers and software, and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value of IT technologies that are used widely. Further,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advanced IT technology, which is expected to be able to change the future.

● Python을이용한프로그래밍기초(200828)

Programming Concept Using Python

비교적 쉽고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개념, 기초 원리,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활용 기법 등을 비전공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basic concepts of computer programming, logical problem solving abilities, utilization techniques of 

computer programming. This course uses Python language for students not in engineering majors to study programming 

concepts and coding easily.

● 감성심리학(200829)

Psychology of Emotion and Sensibility

본 강좌는 인간의 감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것을 제품개발이나 생활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모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We understand the processes for convenient and comfort of human life by applying measurements which measure and 

analysis of human emotion and sensibility to developing products or living environments.

● 건축풍수학(200830)

Architecture Feng-Shui Perspective

풍수지리의 道는 하나이며 여러가지 이론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인 雙山法, 四大局法, 胞胎法에 대응되는 

이론이다. 새로운 준거로서 쌍산법 대신에 동궁독궁론, 사대국법 대신에 정음정양법, 포태법 대신에 구성법이다. 구성법에도 坐를 

기준하는 上指先動 作卦法 대신에 向을 기준하는 黃石公 翻卦掌訣이다. 본 과목에서 제시한 새로운 준거가 보편타당한 이론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풍수지리가 과학적 학문으로 정립되며 사람의 본능인 趨吉避凶에 일조를 할 것이다.

The doctrine of Feng-Shui is one and do not have various theories. This is a theory corresponding to Ssangsanbeob, 

Sadeoigukbeob, Poteoibeob which are being using generally to date. As a new basis, Donggungdokgungron is used in lieu 

of Ssangsanbeob, Jeongumjeonyangbeob is used instead of Sadeoigukbeob, and Guseongbeob is used in place of 

Poteoibeob. Moreover, Hyang based Hoangseokgong-Beongoaijanggyeol is used in lieu of Joa based Sangjiseondong 

Jakgoaibeob. 

 If new basis proposed in this study is acknowledged as an universal theory, Pungsu-jiri will be set up as a scientific 

learning and will be of help to seeking after fortune and avoiding bad luck which is a human being’s instinct.

● 경영경제속기초수학(200831)

Basic Math in Business, Economics

경영, 경제에서 필요한 집합, 함수, 연립방정식, 미적분, 벡터 등과 같은 수학의 기초 개념들을 배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하는 문제에 주로 적용되는 선형계획법, 이윤을 최대화한다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화문제, 연속적인 복리계산, 

현가의 계산, 성장률의 추정 등 시간의 개념이 가미된 동태적 분석의 기본 도구로 사용되는 지수 함수와 로그함수의 개념 들을 

배운다.

We learn the basic mathematical concepts in the economy and management such as set, simultaneous equations, 

calculus, vector etc.

We learn linear programing that is mainly applied to efficiently allocate limited resource, optimization problem that is applied 

minimize costs or maximize profits, and concepts of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 that is used as the basic tools of 

the estimated continuous compounding, growth calculation, growth rate

● 과학과인문학의만남(200832)

Communication of Science and Liber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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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과학이 누구나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 지식체계임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수업을 통해 

얻어진 과학적 사고능력과 지식은 학생들에게 통합적 사고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이를 통하여 학문적 통섭을 유도한다.

This course aims at the enhancement of recognition that the science is a universal knowledge system. The scientific 

knowledge and way of thinking enables the students to have integrated thinking processes. This brings about consilience 

of academic fields and learning subjects.

● 과학의위대한발견(200833)

Great Discoveries in  Science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역사를 과학의 위대한 발견을 통하여 살피고 과학사의 위대한 발견 속에 포함된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인류 문명에 결정적 기여를 한 뉴턴 역학, 우주론, 소립자, 별의 진화, 원자구조와 양자 이론, 화학과 

분자생물학 등을 포함한다.

The historical evolution of natural sciences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is outlined via great discoveries in natural 

sciences, and basic concepts of sciences in major scientific discoveries and their influences on human civilization are 

studied in this course. Key topics to be discussed in some detail include Newtonian mechanics, cosmology, elementary 

particles, stellar evolution, atomic structure and quantum theory, 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 글로벌시대의경영학산책(200834)

Understanding of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경영관리과정, 즉 계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지휘(leading), 통제(controlling)를 중심으로 각 관리 기능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법을 이해시키며,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경영의 제 분야에 관한 지식의 개요를 강의한다.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Management includes four basic functions-planning, organizing, leading and controlling.

● 글로벌영어와문화의사회언어학적이해(200835)

Sociolinguistic Understanding of Global Englishes and Cultures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에게는 제1의 글로벌 언어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글로벌 문화지식이 요구된다. 다양한 국제사회  

영어들, 즉, 모국어(미국, 영국, 캐나다), 제1언어(호주, 뉴질랜드), 공용어·공식어(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인도 등)로 

채택하는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창의적으로, 인문학적·사회언어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소통 역량, 융복합 역량 등을 함양한다.

In an era of internationalization, global citizen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English communication abilities and global 

cultural knowledge. This course explores, based on various multimedia resources, linguistic features of World Englishes, 

as well a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in which English is used as a native language (US, UK, Canada), a 

primary language (Australia, New Zealand), and an official language (Singapore, Malaysia, the Philippine, Hong Kong, 

India, etc.). This course aims to enhance capabilities for globalization,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 금융보험수학(200836)

Finance and Insurance Mathematics

현재 금융과 보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 보험 분야의 실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 보험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이론들을 배운다. 그리고 보험계리사 시험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론, 

연금, 보험, 생명연금, 생명보험 등을 중심으로 금융수학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다.

The current finance and insurance are closely associated in our life. Therefore we have mastered the basic idea in 

practice in the finance and insurance. So we learn basic mathematical theories in the field of finance and insurance. 

In addition, to prepare the test of insurance actuary learn basic concepts such as interest theory, pensions, insurance, life 

annuity or life insurance.

● 기독교와서양문화(200837)

Christianity and Wester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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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기독교가 서양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조감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기독교가 서양의 정치, 경제, 철학, 예술, 문학 등 서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종교와 문화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밝힌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survey of the western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ity. In this 

cours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hristianity are discussed in the cultural contex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nterac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politics, economics, philosophy, art, and literature.

● 대중음악의역사와문화(200838)

Pop Music's History Andculture.

21세기의 대중음악은 전 세계에 걸쳐 젊은이와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고 주도하는 동시에 공유시키고 동일화 

시키는 더욱 강력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대중음악과 문화를 본 교과목 강좌를 통하여 시대적인 음악의 흐름과 

경향을 연구하고 인종, 민족, 정치, 문화, 성차 역사적 배경과 음악의 가치를 이해하며 대중음악과 문화의 총체적·학문적 개념을 

가지고자 한다.

21st century is over the world of youth and young people values and lifestyle represents leading to identification and 

sharing more at the same time. Powerful as pop culture. Such a popular music and teach the course of an era through the 

music flow through culture and trend research and race, ethnicity or gender difference, culture ,poli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usic. Pop music and culture and understand the value of scientific concepts and aggregates.

● 동서양문명사(200839)

History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서 간 문물교류의 통로였던 초원의 길, 비단길, 바닷길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교섭과정 및 영향에 

대해 개관하며 특히 동아시아와 서양 간의 문화 전파와 변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We will make survey of Inter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rough the grassland road, silk road, and seaway. 

This course especially focus on the spread and transformation of culture between the East Asia and the West.

● 매스미디어와디지털사회(200840)

Mass Media and Digital Society

- 디지털화와 모바일화로 대표되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이론 및 현상의 소개와 적용

- 미디어를 통한 현대사회의 대중적 소통행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과학적, 심리학적 접근방법 소개와 적용 

- 인간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미디어의 발달과정을 학습하고 응용하기 위한 학문체계 제공

- Introduction to and application of social scientific theories nd phenomena for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ociety

- Introduction to and application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for understanding mass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media in the contemporary societies

- Providing systematic fundamentals to study and apply tha nature of human commun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edia

● 멘토인문학강의(200841)

Mentoring Humanities

인문학은 20대 청춘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치관의 문제에서 일종의 방향등 역할을 해주며,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려 

주는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삶의 지혜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대들이 인문학의 숲을 거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멘토’의 도움이 필요하다. 본 교과에서는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에 걸맞게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freshmen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with a broad survey of diverse central problems 

in humanities. It is aimed at acquainting students with the aims, significances and methodology of various disciplines in 

humanities.

● 문명의이기와과학(200842)

Modern Conveniences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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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선풍기, 전자레인지, 휴대폰 등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에 숨은 과학 원리를 입문적 

수준에서 쉽고 재미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의 동작원리와 과거 개발초기 단계와 현재 

그리고 향후 진화될 미래의 전자기기의 모습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t basic level  the principle of science in the modern conveniences such as fans, microwave 

ovens, cell phones, etc in daily lives. Especially, this course deals with the operation principle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used in everyday life, and introduces development history of the past, present and evolved version of the future 

in the electronic devices

● 문학과예술속치유이야기(200843)

“The Loss and Recovery from Mental Wound” through Various Arts Like Literature and Movies

이 강좌는 문학과 영화를 비롯한 여러 문화와 다양한 예술을 통해, 상실과 정신적 상처로부터의 치유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상실과 회복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의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상실감이 시작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치유되어 가는가를 배움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생명력을 재확인하고 삶의 소중한 의미를 성찰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loss and recovery from mental wound” through various cultures and arts like 

literature and movies, students are expected to reconfirm the universal power and importance of life by learning how and 

when wound starts and heals in life, aseries of losses and recoveries

● 문화기술과디지털콘텐츠(200844)

CT & Digital Contents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는 다양한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문화를 추동하고 있는 문화기술의 본질, 등장배경, 

적용분야,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문화기술의 변화가 디지털콘텐츠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한다.

Contents of digital era is developing on the basis of diverse culture technologies. This course is designed to comprehend 

the essence, background, application areas and future direction  of culture technologies driving digital culture, and to 

understand how changes of culture technologies has had an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 물리의이해(200845)

Understanding Physics

물리의 이해는 물리학의 기초 및 교양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물리학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주제도 포함한다. 물리세계의 폭넓은 시야를 위해 힘과 운동, 중력, 파동, 전자기 현상, 원자 세계, 소립자와 우주 등을 가급적 

수학에 의존하지 않고쉽고 간략하게 배운다.

This is an introductory physics course offered to non-science majors students. Basic concepts on the particle motion and 

force, gravitation, waves, electricity and magnetism, atomic world and quantum theory, elementary particles and universe 

are explained easily without using mathematics as possible, to provide students with a general perspective and wide 

insights on the physical universe.

● 현대중국인의철학과삶(200846)

Contemporary Chinese People's Lives and Philosophy Seen through the Media

본 교과는 현대 중국에 관한 영화,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중국인의 생활을 보여 주고 그를 통해 현대 중국과 

현대 중국인의 사유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Based on films or articles on contemporary China, this course aims to show contemporary Chinese people's lives to 

students and to foster their understanding on contemporary China and Chinese people's way of thinking.

● 미래의유비쿼터스컴퓨팅(200847)

Future Ubiquitous Computing

유비쿼터스 환경은 마치 오래전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생각할 수 있던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유비쿼터스가 확대되면 생활공간 

속의 모든 것들이 지능화, 네트워크화 되어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게 산소처럼 인간을 도와주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주변 

모든 것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해서 미래의 IT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본 강의에서 유비쿼터스의 기본개념을 비롯한 

유비쿼터스 미래 발전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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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nvironment of ubiquitous, the things that we dream in the science fiction world are actualized by expanding 

ubiquitous therefore many things around us, which are intelligent and networked, help human anywhere and at any time. 

This course provides the fundamental concept of ubiquitous included future development of ubiquitous, and etc.

● 별과외계행성(200848)

Stars and Extraterrestrial Planets

이 과목에서 천문학적 관점에서 우주 물질이 무거운 원소로 진화가 생명체 탄생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이해한다. 빅뱅과 우주의 

진화, 성간 물질과 별의 형성, 별의 구조와 진화, 행성의 출현, 지구의 진화과정과 미래를 예측하고, 외계행성의 탐색 방법과 현재 

탐색 결과를 정리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at the evolution of cosmic matter up to heavy elements are essential 

ingredients for forming biological creatures from astronomical point of view. Big Bang and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interstellar matter and star formation, stellar structure and evolution, formation of planets, and evolution the earth are 

included in this course.

● 복지사회와사회적경제(200849)

Social Welfare Society and Social Economy

본 강좌의 목적은 복지사회에 즈음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자선조직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특성, 선진복지국가들의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과 발달과정, 조직체, 재정, 관련 법률 그리고 구체적 

관련사례들을 강의한다.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대책에 대해 논의해본다.

On the occasion of the welfar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by enhancing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conomy of one of the new alternatives for solving youth unemployment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The  Educational Content is as follows: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Cooperatives,socialenterprises,township enterprises and charitable organizations, etc.),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development process,organization, financing, related laws and specifically, the 

relevant case in the advanced welfare state. Looking at the actual situation of our country is not mature yet,  and 

discussion about the activation measures of social economy.

● 부산지역근현대사의이해(200850)

Understanding on Busan Modern &  Contemporary History

조선후기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부산지역의 근현대시기에 부산과 부산의 구성원들이 닥쳤던 수많은 역사적 각종 사진과 사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lecture systematically  aims to understand about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our Busan,.Busan area during 

the last 150 years and for Busan citizens and showed a variety of responses to the case of the many experience. The 

history of this data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rough the pictures.

● 비합리적소비의심리(200851)

The Psychologies of Irrational Consumption.

합리적 소비자를 전제로 하는 경제학적 소비자행동이 아니라, 명품소비, 광적 집착소비, 충동구매 등 현실 소비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구매행동에 관한 소비자 심리를 학습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비합리적 소비 사례를 소개하고, 그런 행동의 배경이 되는 

심리학적, 경제학적, 경영학적 원리를 간략히 학습한다.

There is an basic notion of consumer behaviors that consumers are logical decision makers with abundant time and 

complete insight into the factors determining the choices they make. But most of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es are 

not decision making games with systematic digestion of information pellets to make the optimal choice. This course will 

offer the reason why we make the unreasonable decision-making.

● 사회과학과수학(200852)

Mathematical Theories for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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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에서 수리경제학은 수학의 미분적분, 미분방정식, 행렬대수 그리고 수학적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경제 및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학적 방법을 응용한다. 그리고 수학은 경제적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어렵고 넓은 영역과 복잡한 문제들을 검정가능한 명제와 의미 있는 형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이론의 대부분이 가정과 함축된 의미를 주장하는 양식화되고 단순화된 수학적 관계의 집합체를 수학 경제 모델의 관점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들의 포괄적인 응용분야는 (1)최적화 문제 (2)정적분석 (3)비교정적 (4)동적 분석과 추적변경 등을 포함한다.

Mathematical economics in social science is the application of mathematical methods to analyze problems in social 

economics, by using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and differential equations, matrix algebra, and mathematical 

programming. Moreover mathematics allows economists to form meaningful, testable propositions about wide-ranging and 

complex subjects which could less easily be expressed informally. For this reason, much of economic theory is currently 

presented in terms of mathematical economic models, a set of stylized and simplified mathematical relationships asserted 

to clarify assumptions and implications. Broad applications include: (1)optimization problems (2)static(or equilibrium) 

analysis (3)comparative statics (4)dynamic analysis, tracing changes in an economic system.

● 생명의시작과진화그리고인류(200853)

Beginning and Evolution of Life, and Human

신비로운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되어가는 진화과정,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대해서 진화론적 관점과 환경생태학적 

관점에서 학습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진화과정을 바탕으로 생명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한다.

We learn about the beginning of life, evolution process, human progress on the theory of evolution and ecology with 

environment. Learning the theory of evolution will make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life

● 생명존중과생태교육(200854)

Life Respect and Ecological Education

자연생태계의 순환을 이해하고, 자연생태의 기능과 원리, 상생을 위한 주변환경과의 관계, 다양한 생명체 공존의 가치 등을 

학습함으로써,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배려, 나눔, 공감, 소통을 실천하며 건강한 인성을 갖추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students’ personality. We will rethink the importance of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in the world around us;  understand the meaning of fulfill consideration, sharing, and sympathy; and consider a variety 

of critical issues on a natural ecosystem.

● 서양문명과음악(200855)

Music with Western Culture

서양음악의 포괄적 이해를 모색하고 다양한 음악의 역사적 이해의 토대 위에 구조, 장르, 악기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 각 

시대의 음악 문헌의 양식을 학습하며 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대별 작곡자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각 작품이 가진 인문학적 

정신성을 정리함으로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줄 것이다.

Western music seek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n the foundation for a variety of historical 

understanding of music genre, to systematically learn the subject. Each one of the learning in the form of literature and 

music composers by era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works for each work is the liberal spirit with.As an 

understanding of the music folders will increase.

● 성과사랑의인문학(200856)

Love, Sexuality and Humanities

철학, 정신분석학, 대상관계이론 등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성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This lecture aims at a deep understanding of many different problems in human love and sexuality.

● 세계의트렌드와미래문화(200857)

Global Trend and Futur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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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삶은 급진적 변화의 기로에 서있으므로 미래 역시 현재가 똑같이 반복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학습하며, 그 원인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개요이다. 글로벌 시장의 성공한 트렌드에 대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래의 트렌드 또한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전공에 따라 또는 하고자하는 직종에 따라 어떻게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과목이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는 물론 수십년 뒤의 상황을 예측하며 

수년 뒤의 실용화 가능한 것들까지 모두 다루게 된다. 세계유명 트렌드를 통달하고 미래문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As today’s life stands at the crossroads of rapid change, the overview of this subject is to study the fact that future doesn’t 

repeat like present, to naturally learn its reasons through cases study. It also forecasts the future trend by utilizing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n the successful trend of global market. And it is to research how we can change ourselves 

matching the trend in accordance with the most important major or the desired job. Not only the change from past to 

present but also the thing which can be practical after several years will be handled by estimating the situation after several 

decades. This subject is to master globally well known trend and to estimate the future culture.

● SNS의이해와마케팅활용(200858)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NS Marketing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빠른 확산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마케팅 활용도구의 등장을 의미한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 의 약자로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친구, 동료 및 기타 지인 등을 연결시켜주는 

소셜 미디어의 서비스기능을 말한다. 최근 SNS를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 대소비자 등의 정보공유 및 확산이 증가되면서 

기업은 SNS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교과는 SNS의 특징을 간단히 검토하고 기업이 

SNS를 마케팅 도구로서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Facebook, and Youtube etc, have been received attention as one of the marketing 

communication tools since they have been introduced. SNS, short for Social Network Service, is an online service that 

means an individual-centered and focuses on facilitating the building of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share interests, 

activities, backgrounds, or real-life connections. The growing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 business area presents 

the potential of having a strong impact on the realm of business. This paper trie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SNS as a 

marketing communication tool. First, it show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NS and consumer"s usage pattern of SNS by 

organizing the secondary data.

● 소프트웨어의역할과컴퓨팅적사고(200859)

Computational Thinking and The Role of Software in Software Centric Society

이 교과목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간단히 소프트웨어 기능 블록을 조립하여 컴퓨터가 필요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교과목에서는 컴퓨팅적 사고, 자료수집 분석, 추상화, 컴퓨터 역사, 알고리즘적 

사고, 동시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nsists of the approach on problem solving in daily life by simply assembling software function block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 software centric society.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er history, algorithmic 

thinking, concurrency,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methods.

● 수학의위대한순간들(200860)

Great Moments in Mathematics

비전공자를 위한 한 학기용 `수학사`이다. 미적분학의 발견 이전과 이후의 수학적 내용을 시대별로 양분하여 소개하고, 문명의 

발전에 따라 제기된 수학적 개념과 문제들을 시대별로 살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brief history of mathematics and is divided into two eras, before finding principles of 

calculus and after developing calculus theory. It also examines mathematical principles and great moments in 

mathematics which have influenced human history and related sciences.

● 수학콘서트(200861)

Mathematics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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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나 

개념들을 배운다. 

- 암호화와 주어진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고 영화 속 숨어있는 암호 기법들을 찾아본다, 

- 금융 보험 분야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이론과 연금, 이자 등 경영, 경제 속 금융, 보험 분야의 실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한다.

Mathematics is closely associated in our life. We learn the necessary basic Mathematical idea or concepts in our lives. 

We learn how to encrypt and decrypt. And we look for encryption techniques in the movies.

Also, we learn the basic Mathematical theories and concepts in the field of finance and insurance.

● 스마트시대예술&인문학콘텐츠(200862)

Art & Humanities Contents of Smart Era

콘텐츠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예술․인문학적 지식 가운데 현대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는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질 핫(hot)한 내용을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불문하고 학교를 떠나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코어 지식을 전달한다.

In Contents that forms the basis of the art․humanities, select content that remain un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trend to be used, this class send essential core knowledge to students who left school and go into society by all 

major.

● 스포츠로소통하기(200863)

Communication with Sport :How to Enjoy, Way to Life, Giving way

본 강의는 스포츠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핵심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자기경영역량, 스포츠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나눔과 소통역량, 기존의 

스포츠체험활동프로그램을 각 학습자별 전공과 융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융합역량과 도전성취역량을 

학습하는 것이다.

This course is learn to key competencies by the development  process of sports activities program of college student. 

Self-care competencies for body by development  process of sports activities program. shar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ies by development  process of sports activities program.

● 스포츠와과학(200864)

Science in Sports

스포츠 속에 포함된 물리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축구, 야구와 같은 구기종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포츠에 물리의 기본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이해를 돕고, e-강의실을 통해 질의/응답 등도 병행한다.

This subject introduces the basic principles and concepts of physics contained in the sports. In this class students are 

able to realize  how to apply not only ball games such as interested baseball and football but variety of sports by a 

concrete example and proceed question/answer through e-classroom.

● 시와마음읽기(200865)

Reading Poetry and Mind

개인의 정서 표현과 은유적 사고, 새로움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름 속에서 같음을, 같음 속에서 다름을 

발견하는 시각과 공감의 능력을 기른다.

ccomprehension of poet, which emphasizes the personal emotional expression, the thoughts of metaphor and the pursuit 

of novelty, makes people improve sense, people can find out the conformability of different thing or the difference of 

identical things

● 신화와종교(200866)

Myth an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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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멀치아 엘리아데, 조셉 캠벨 등 대표적인 비교종교/신화학자들의 이론을 습득한다. 

 둘째, 이 같은 지식을 근거로 그리스 로마신화 등 대표적인 신화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함양한다.

 셋째, 신화와 종교의 핵심사상과 개념을 통해 현대인의 문화와 사유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가장 오래된 인문학적 전통과 가장 

현대적인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교류와 공존의 장을 확보한다.

This cours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art on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fundamental theories and concepts in myth 

and religion from the perspective of Joseph Campbell and Mircea Eliade. Part two emphasizes the application of these 

theories and concepts to Greek-Roman mythology. In part three,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comparison between the 

postmodern world view and the world view based upon the myth and religion.

● 아름다움의이해(200867)

Understanding of Beauty

아름다움은 예술작품 등 외부대상에 대해 갖는 감정에서부터 인간 행위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와 

해석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움은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자기수양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되는 

미학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개념이 인간 존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관련해서 다루어진다.

From the feeling about the external object such as works of art up to the evaluation of the ethical values   of human behavior , 

beauty has a spectrum of different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Beauty is the aesthetic value that is pursued in all areas of 

human life, including ethics, discipline, far from being limited to the arts. The concept and essence of this beauty is 

handled with reference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uman existence.

● 알기쉬운영상정보장치(200868)

Easy to Understand Information Display

본 과목은 영상 정보장치의 동작 원리, 발광 이론, 형광체 제조,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특성, 디스플레이 재료 등을  입문적 수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브라운관 TV에서 프로젝션, PDP, LCD, AMOLEL TV 등의 평면 TV로의 발전에 따른 동작 원리와 적용 

기술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t basic level the operation principle, luminescence theory, phosphor preparation, optical 

characteristics, and  display material of in  the video information display. Especially, this course deals with the operation 

principle and applied technology  of the flat-panel display such as projection TV, plasma TV, LCD TV, AMOLEL TV, etc. 

and old-style cathode-ray tube televisions.

● 엑셀을활용한VBA프로그래밍(200869)

VBA Programming Using Excel

SW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SW 프로그램 개념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환경으로 엑셀(Excel)에서 제공하는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을 사용한다. 엑셀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사무용 프로그램이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능인 VBA를 활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업한다. VBA 프로그램을 통한 SW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We use VBA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provided by Excel (Excel) for learning the basic concepts of the SW program 

and as the actual implementation environment for concept of SW program. Office Excel is a program that is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The lessons aimed that students can create a simple program to take advantage of the program features 

provided in Excel VBA. Students learn the basic concepts of how to SW programs through the VBA program.

● 웹세계에대한기반체계(200870)

Infrastructure of The Web World

웹은 전통적 실 세계에 대한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된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이다. 웹과 현실 정보가 상호 연동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세계에 대한 식별 체계, 정보 체계, 의미 체계, 

권리(저작권) 체계,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웹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신뢰 체계에 기반한 지혜에 대한 화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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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s in the virtual world of the computer based on the real world model. It provides the several kinds of services 

connected with the real world system. Currently, we must know the wisdom on the trusted framework of the web with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emantics, rights and web-navigation system.

● 유통물류의기초(200872)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유통학의 입문과정으로서 유통부문 전반에 걸친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지식체계를 습득함으로써 전공과정에 

대한기초를 확립한다.

Explores the various data and information about distribution areas and puts them in practical use through the POS, 

distribution VAN and EDI.

● 융합창의력개발과디자인적사고(200873)

Fusion Creativity Development and Design Thinking

디자인적 사고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Desirability), 가능한 기술(Feasibility)은 무엇인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필요조건(Viability)들을 융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는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디자인 사고 교육은 창의성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을 관찰하고, 관찰을 

하다보면 불편한 것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본 교과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사람중심의 불편했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제의 규명, 근본원인의 도출, 해결과정에서의 창의적 학습, 결과물의 공유와 특허출원 등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Design thinking is that people need to do to the people around (desirability), fused to the requirements (viability) for what is 

available technologies (feasibility), it tells how to create a successful business innovation. Design thinking  is a way of 

thinking. Design thinking education can be extended to creativity training. In other words, we are observing people, and is 

an observation will be sympathetic to uncomfortable.

This curriculum starts from the perspective on the issues that trouble the human heart in everyday life.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 the root cause of the draw, creative learning at work, this can be accomplished activities such as sharing of 

results and patent applications.

● 이미지동아시아사(200874)

East Asian History Through Images

동아시아 역사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동아시아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고대국가의 성립, 동아시아 

고대사회와 근대사회의 문화와 정치, 경제를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세계의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을 

파악토록 한다.

In order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ast Asian history, this subject gives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beginning of East Asian civilization, the formation of ancient nations, and the culture, politics, economy of 

ancient and modern society in East Asia through images. Students would get general understanding about comprehensive 

historical flow of East Asia in these lectures.

● 이미지한국의문화유산(200875)

Images of Korea's Cultural Heritage

한국의 문화유산 종류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미지 자료를 통해 각 시대별 문화유산의 규모, 형식, 내용 분류를 통해 

그 특성을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type and content of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by utilizing the image data and 

explore its properties through the size, format, and content classification for each age-specific and specific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 이야기와인간과나(200876)

Story and Human and I

서사문학의 주요 양식을 시대적으로 살펴본다. 즉 신화에서부터 전설, 민담, 동화 로만스, 노벨 즉 소설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통시적으로는 서사 양식과 당대 인간의 인식과 삶을 분석, 이해하고 공시적으로는 현재에도 계속 재생산되는 양상과 그를 통한 

자신 즉 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창의적 발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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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look through major forms of narrative literature of each era. starting from myth, we will go through legend, folk 

stories, fairy tales, romance and novel, we will analyze and understand the narrative form and life and recognition of 

contemporary men through eras and from contemporary perspective, we will understand the reproduction and myself 

through the reproduction to pursue new creative thoughts.

● 인간과피복환경(200877)

Human and Clothing Environment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피복환경과 이와 관련한 피복의 쾌적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간-피복-환경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이들 상호 관련성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습득하며, 실제 의생활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의 적응, 오염성, 안정성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understand clothing environments that is close to human life and the comfort and stability of the clothing which is 

related with, and acquire the basic theories about these interrelationships under the system of human-clothing-environment 

, and study the adaptation to environment which is in the basis of applicable examples, pollution, and stability.

● 인터넷과법률(200878)

Internet and Law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 건전한 시민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 본다. 즉 각종 계약이 성립되는 데는 당사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는 바 인터넷에서는 전자서명과 인증제도를 통하여 진정한 당사자의 승낙이 행하여지도록 한다. 그 다음 물품의 

인도와 대금결제가 행하여지는바 인터넷에서는 전자결제와 에스크로제도를 통하여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또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에 관하여서는 약관규제법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원하는 영화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문제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범죄문제를 언급한다.

Internet and law aims to achieve regal understanding and laweful practical use about law and internet. It refers to all legal 

problems that occurs on the internet. Firstly, This course addresses Electronic commerce such as electronic document,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igital signature, electronic authentication, electronic payment system and  escrow 

account.  Secondly, It refers to legal problems, namely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 we are downroading 

movies. and data.Thirdly, It refer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cybercrimes.

● 일본문화의이해와한국문화(200879)

Understanding and Comparing Japanese Culture and Korean Culture

이 교과에서는 일본의 사회,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문화와 비교/검토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인 

관점과 문화적인 관점을 토대로 개략적인 일본인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이해한다.

In this subject we will study Japanese society, culture and art, comparing characteristics with those of Korean culture.  

This will allow students to understand the Japanese way of thinking and values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points of 

view.

● 재난과건설기술(200880)

Accident Prevention and Construction Technology

기상날씨, 강우량, 홍수대비 시설물과 안전대책, 가뭄을 위한 인공강우, 태풍의 발생과 경로, 태풍과 해일발생시 대처방법, 국내외 

화산지역의 유래와 종류, 화산폭발시 대피방법, 습곡, 단층, 지진의 발생원인과 종류, 지진발생시  대처방법, 내진설계, 주기, 

주파수, 물의 성질과 재해피해, 인공구조물(철근과 콘크리트)의 역할과 건축방법, 지하시설물의 흙막이벽, 지하수의 개발과 

보존,싱크홀(지하철과 고층빌딩에 의한 지하수 강하,상하수도관의 손상, 미국내 대도시에서의 싱크홀), 서울 지질도, 지하철노선과 

고속도로에 의한 싱크홀 사례, IT융합기술에 의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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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Rainfall, Facilities and safety counterplan for flood, Artificial rain for drought, Route with any of the storm,Typhoon 

and Since the tsunami, place Coping method,The type and origin of a volcanic areas at home and abroad Means of egress 

while volcanic eruptions,Fold,Fault, Occurrence causes and types of earthquake, The treatments of earthquake,Seismic 

Design,Cycle,Frequency,Water and nature of disaster damage, The role of the (Concrete and Reinforced) artificial 

structures and construction methods, A retaining wall of the underground facilitie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groundwater results, Sinkhole (subways and high-rise buildings by underground water 

drop, consult for damage, Sinkhole in big cities in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map of Seoul Korea, Sinkhole case by the 

subway lines and highways, Accident prevention by the IT fusion technology

● 재미있는나노과학입문(200881)

interesting Nano Science

본 과목에서는 아직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노과학 전반의 다양한 주제들을 입문적 수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10억 분의 1m 정도 크기의 여러 나노물질, 나노물질의 제조 방법 그리고 나노물질의 재료, 화학, 에너지, 환경, 

바이오, 우주, 군사 등의 응용 분야를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t basic level the wide variety of themes in the field of Nano Science to  student without scientific 

knowledge. Especially, this course deals with many nano materials in one billionth of a metre, preparing method of nano 

materials. and applications of nano materials such as material, chemistry, energy, chemistry, environment, space, and 

military, etc.

● 재미있는중국한시이야기(200882)

Interesting Chinese Poetry Story

대표적인 중국 고전문학 장르인 중국 한시를 감상하여, 한시의 맛과 흥취를 느끼게 하며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rough appreciate chinese poetry,  students can feel chinese poetry’s flavor and excitement. Students make get cultured 

person’s talent.

● 21C신사회문제와웰빙(200883)

Social Problem and Well-being in the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21세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복지 지식과 이론을 폭넓게 익히고 복지마인드를 제고한다. 

먼저 21세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신사회문제를 살펴본다. 해결방안으로써 전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 

제도와 서비스의 개념, 이념과 내용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In the21st century the low birth rate-aging society, learning the knowledge and theory of social work in order to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and improving the welfare mind. First, in the21st century the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Looking at the 

new social problems. The concept of social policy as a solution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of all citizens, institutions and  

services, respectively, to look at ideas and information.

● 정보매체버텨읽기(200884)

Information Media Literacy

정보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정보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보매체활용능력은 매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 한다.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책,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태체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매체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매체를 찾고,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Information media Literacy is important in the Information Age. Media literacy is the ability to access, analyze, evaluate, 

and create media. Media literate youth and adults are better able to understand the complex messages we receive from 

television, radio, Internet, newspapers, magazines, books, billboards, video games, music, and all other forms of media. 

So, In this subject is going to learn about  type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Media.

● 정보화사회의이해(200885)

Information Society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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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가치와 정보화사회의 개념,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달 과정을 탐구한다. 정보의 증가와 정보기술의 발전,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의 양상과 문제점 등을 다루고, 특히 정보와 정보기술의 사유재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대안을 탐구한다.

This course deals value of information and concept of information society,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dustry. And cover the changing situations of information society on account of rapid 

information increasing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study the social problems and solutions 

because of the privat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technology.

● 지식재산권개론(200886)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대학원 과정중 발생되는 아이디어 및 결과물을 지적재산권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반 기술들을 익히고 습득한다.

The ideas and results are the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during graduate studies.To learn and acquire the skills 

necessary to make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창업가정신과비즈니스모델(200887)

Entrepreneur Spirit and Business Model

현재는 창조경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이에 창의적인 사고에 따른 초연결사회의 주인의식으로 글로벌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그 과정에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의적 상상 가치가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모델로 성장하는 이론, 실습 교육 과정에 린 

비즈니스캔버스 모델 활동을 통한 시장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타당성 분석으로 도전정신에 함께한다.

Currently holds the spirit of the creative economy. This can contribute to the global economy and ownership of 

ultra-connected society based on creative thinking. Foster entrepreneurship in the process, and the theory of creative 

imagination is worth growing as a business model customers want, lean business canvas on hands-on training courses It 

analyzes the market through the activity model. And with the spirit of challenge to the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 컴퓨터적사고키우기(200888)

Raising Computer Thinking Creatively to Prepare for The Convergence Era

-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실생활의 문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고려한 뒤 이를 객체로 표현하여 관리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론이다.

- 본 교과목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대표적인 개발 언어인 파이선의 활용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다.

- 파이선 언어의 활용법과 개발 환경인 PyCharm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한다.

- What is object-oriented programming,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al world, and considering the algorithms, 

programming methodology to manage and represent it as an object.

- This course is required to take advantage of the Python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and it is applied.

- To gain knowledge of how to use the Python language and development environment PyCharm quickly.

Based on this, a lecture on advances in object-oriented programming.

● 창의컴퓨팅프로그래밍(200889)

Creative Computing Programming

스크래치(Scratch)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웹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며,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컴퓨터의 생산적인 

사용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The students write the programs and contents of animation, game, and music using the programming language Scratch, 

and share them with other people through Web. Also, they learn the concepts of basic programming, enhance their 

creativities and logical abilities, and expertize the productive uses of computer.

● 창조관광·MICE의이해(200890)

Introduction to  Creation Tourism and MICE

본 과목은 관광과 MICE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며, 관광·MICE산업에서 창의적인 운영과 경영을 위하여 

가장 관련이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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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is designed aims to understanding the student with basis theories and knowledges of management of tourism 

and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with emphasis on methods that are most relevant to creativ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ourism and MICE industry.

● 컴퓨터로여는세계(200891)

Computers in the Modern World

컴퓨터의 기본원리부터 유비쿼터스 시대의 모바일 응용기술까지, 아울러 IT 분야의 미래기술인 인공지능 분야 등 전반적인 

컴퓨터기술의 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룬다.

This subject introduces from the fundamental concepts of computer to mobile applications in Ubiquitous era. In addition, the 

lectures include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areas and current research issues in Information Technology.

● 콜라보프로젝트(200892)

Collabo Project

콜라보프로젝트는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취약한 지역, 취약한 분야에서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액션러닝기법을 활용하여 문제의 

발굴에서 부터 해결까지의 단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Collaboration project to diagnose and analyze the various problems faced by the situation in vulnerable areas, vulnerable 

sectors of the community a variety of students majoring in teams. And a creative problem solving method for deriving a 

new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In particular, the steps to be done systematically from excavation to solve the problem by utilizing action learning 

techniques.

● 표현자유의역사(200894)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공부한다. 또한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들을 공부하여, 표현자유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교양을 갖도록 한다.

Through out the course, students will study how Freedom of Expression has developed in the course of history. Also, 

students will deliberate  Freedom of Expression as a right, and conduct case studies on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 하이테크지식경영(200895)

High-Tech Knowledge Management

본 교과목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첨단 하이테크를 분석하고 미래에 전도 유망한 비즈니스 기술의 종류를 살펴본다. 또 하이테크의 

근간이 되는 지식을 식별해내고 창출해 내는 경영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공부한다. 아울러 

하이테크의 시장가치를 분해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analyze an advanced high-tech which leads the 21st century and look at the kind of promising business 

technology in the future. Also we learn the techniques management to identify and create the knowledge underlying the 

high-tech. And we study the practices of successful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it. In addition to learning about how to 

disassemble and measure the market value of high-tech.

● 학교안전지도사개론(200896)

Guide for Safe School Life

학교 내에서의 안전, 전기화재, 가스화재, 누전, 미끄러짐, 넘어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안전, 운동장에서 놀이기구 등을 

사용할 때의 안전 등 다양한 교내생활안전,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익힘

Study for how to keep safety and various school activity such as sliding, tumbleing down,  stairs and elevators, slides for 

fun, fire alert, and for many activities during school life.

● 한국의생물과식품(200898)

Biology and Foo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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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명과학의 최근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그 실험적 방법론을 익혀 21세기 최첨단 생명과학의 학문적, 산업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강의이다. 또한 교양과목인 만큼 생물의 유전자에서부터 생화학, 생물물리학, 발달생물학, 

행동신경생물학, 생태학, 생물정보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고르게 소개하고자 한다.

The 21st century is often called the Age of Biology. This course surveys the histories and current trends of all important 

subdisciplines of food biology. Starting with the concepts of evolution, this team-taught course covers a variety of topics 

ranging from genetics and bioinformatics, biochemistry and biophysics, developmental biology, and neurobiology to 

behavior and ecology.

● 행정과과학기술(200899)

Public Administr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민간기업이 과학기술의 발전 주체이지만,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다. 이공계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가 

사회현상이나 국가정책과 무관한 것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국가정책의 역할은 실로 심대하다. 따라서 이공계학생들에게 행정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자신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The development in science & technology deeply depends on national policy, especially the policies of science & 

technology. The problem of science & technology education is the narrow of view. Through this program, the students can 

underst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policies which can be the basic of the development in society 

and companies.

● 현대미술산책(200900)

Promenade To Contemporary Art

복잡다기한 현대미술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현대미술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등등 현대미술을 둘러싼 제반 주요한 문제들을 주로 유명 작가의 작품들 감상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전문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높인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modern) art. When did it start? On what process have it been opened 

out? On what condition now it rests? We study these problems mainly through the appreciation of many famous artists' 

works. This study will help students to enhance the capacity of literacy about contemporary art.

● 현대사회와대중문화(200901)

Modern Society and Pop Culture

우리는 대중문화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중문화의 삶이 요구하는 역사의 새로운 순간 속에서 대중문화의 매혹과 저항 

속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다. 그 사회와 대중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자본주의 메커니즘이라는 단순한 자본 운동을 

분석하는 것에만 기대어서는 곤란하다. 다양한 차원의 갈등과 모순 세대와 성 인권과 소비, 유통과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엉켜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현대사회와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한다.

We are living in the era of popular culture. In the history ofa new life of pop culture demands.At the moment in pop culture of 

affection, and we are still standing in the midst of resistance. The society and pop culture as I and consump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capitalist mechanism just leaned back on and analyze capital movement is intolerable. A variety of gener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nd human rights and gender dimensions of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can see that fouled 

by a variety of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These modern society and pop culture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time to understand and they want to learn.

● 현대자본주의이해(200902)

Understanding of Modern Capitalism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 작동원리를 잘 이해하여 자본주의의 특징과 그 장점과 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의 제 문제에 대해 공부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함께 토론한다.

This subjec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systemic principles in our current capitalism.

We will learn to strength and weak point of current capitalism, various proplems. And we will debate about make an 

alternative to how could overcome modern capitalism.

● 환경과방사능(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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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Radiation

방사선은 진단과 치료, 의약품 개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절실하다. 특히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도 같이 알아본다.

Radiation is also widely used, diagnosis and treatment, medicines, as well as industrial development. The proper 

understanding about  using radiation is positively necessary.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arn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which we live safe.

● 기후금융보험의이해(300256)

Understanding of Climate, Finance & Insurance

본 과목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고 위험관리 기법인 보험과 아울러 기후와 관련된 탄소금융에 대하여 학습한다. 

보험분야에서는 자연재해와 위험관리기법, 날씨보험, 환경오염 및 배상책임보험 등 기후관련 보험상품에 대하여 학습한다. 

금융분야는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규제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고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녹색금융과 

탄소금융에 대한 개념과 외국사례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potential for securitizing index-based insurance products that transfer weather and natural disaster 

risks and carbon finance. It begins with a brief overview explaining why markets for natural disaster risks are important and 

a review of some recent activities using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This subject also offers some perspective on the 

progress and challenges of managing catastrophic weather risk in other countries through the use of index insurance.

● 매스컴과사회(400198)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매개로 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특성 및 그 작동원리와 효과를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사회의 변화·발전과 현대인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역할과 그와 

관련된 현실적인 주요 쟁점들을 점검한다.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characteristics, system of Mass Communication using various mass Media. Examining 

the mechanism of exchange effects and major issues.

● 무역학원론(400205)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무역학의 입문과정으로서 무역의 기본 개념 및 무역이론, 국제금융, 수출입 거래 실무와 무역경영 등 무역학의 기초적인 전 분야를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introductory studies of basic international trade   concepts and theory,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 디지털게임창작(401476)

Digital Game Creation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2D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게임 개발에 관한 기본 

개념 및 기술을 소개한다.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게임 구조, 게임 객체와 애니메이션, 게임 물리, 게임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game development concepts and techniques using an easy-to-use 2D game engine 

for non-programmers. This course covers basic game structures, game objects and animations, game physics, and game 

artificial intelligence.

● 외식산업론(502673)

Introduction to Foodservice Industry

외식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목적과 더불어 향후 여러 산업의 실무자로서 갖추어야할 자격과 관련된 외식산업의 정의와 분류, 

외식산업의 현황, 외식산업 경영 환경, 외식산업 소비자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With the purpose of basic understanding about food service industry, this class aims to study the definition, categorization, 

situation, business environment and customers of food service industry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that practitioner of 

various industries should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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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마케팅(502973)

Internet Marketing

인터넷으로 인해 변화된 기업의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변화된 기업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필수 마케팅 개념을 

학습하고, 기업의 경영 혹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구체적인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provide understanding of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due to the Internet and learning the essential 

marketing concept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ity of businesses in a changed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marketing 

strategies and specific marketing mix strategies to achieve business or marketing objectives of the company.

● 통계의이해(506223)

Introduction to Statistics

본 교과목은 인문 및 사회과학분야 그리고 경제경영분야에서 사용되는 통계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종 분야에서 응용되는 통계를 탐구한다.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basic concepts of statistics,  increasingly used in the business area,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 goal is to promote a correct comprehension for statistics and to explore applications in a wide range of 

fields.

● 스포츠와건강(800069)

Sport & Wellness

인간은 자신, 가족,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조화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적, 영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스포츠의 역할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등을 학습함으로서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정보를 본 교과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eople is happy when yourself, your family, and neighbors to achieve harmony with nature and society. all their health 

need to harmonize. But we live in an unhealthy environment. For a harmonious and happy life, physical, mental, social, 

intellectual, spiritual and environmental health should be. By learning to health care, including through the role of sports and 

sports is thought to be able to offer this course is information that can lay the foundation for lifelong health.

◎ 전공교직

● 교과교육론(공업)(507864)

Study of Subject(Industry)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육론(사회)(507866)

Study of Subject(Society)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육론(외국어)(507867)

Study of Subject(Foreign Language)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2017.02.21 15:18:5959 / 69[Uca0402r]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공업)(507868)

Study of Instruction Plans and Materials(Industry)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사회)(507870)

Study of Instruction Plans and Materials(Society)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외국어)(507871)

Study of Instruction Plans and Materials(Foreign Language)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논리및논술(공업)(507872)

Logical Thinking & Essay(industry)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관광)(507874)

Logical Thinking & Essay(Tourist)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국어)(507875)

Logical Thinking & Essay(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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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사회)(507879)

Logical Thinking & Essay(Society)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상업정보)(507880)

Logical Thinking & Essay(Commercial Information)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외국어)(507882)

Logical Thinking & Essay(Foreign Language)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유아)(507883)

Logical Thinking & Essay(Childhood)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음악)(507884)

Logical Thinking & Essay(Music)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의상)(507885)

Logical Thinking & Essay(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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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조리)(507886)

Logical Thinking & Essay(Cook)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논리및논술(체육)(507888)

Logical Thinking & Essay(Physical)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As to tasks that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ubject, students will cultivate ability to describe what they 

assert by means of language based on objective and valid logical references. To perform the task, students will discover 

the problems, and cultivat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at discovered on the ground of logical thought.

● 교과교육론(관광)(700003)

Study of Subjects(Tourist)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육론(상업정보)(700014)

Study of Subjects(Commercial Information)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육론(음악)(700019)

Study of Subjects(Music)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육론(의상)(700020)

Study of Subjects(Clothes)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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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육론(체육)(700027)

Study of Subjects(Physical)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관광)(700037)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Tourist)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상업정보)(700047)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Commercial Information)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음악)(700051)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Music)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의상)(700052)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Clothes)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체육)(700059)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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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유아)(700103)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Childhood)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육론(유아)(700124)

Study of Subjects(Childhood)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육론(국어)(700125)

Study of Subjects(Korean)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국어)(700141)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Korean)

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과교육론(조리)(700157)

Study of Subjects(Cook)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focus on comprehensive study of subject such as theoretical & histor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study of 

subject, and the analysis of new curriculum in middle․high school.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조리)(700158)

Study of Instructional Plans and Materials(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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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원리 및 절차, 체계적인 수업설계, 교수매체의 활용방법 등을 익히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방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varied learning mode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class in locale of 

education, systematic design for teaching, and method for use of teaching materials, etc, and, through drawing up a 

teaching-learning guide, students will develop practical ability in relation to lesson plan, guide to learning, and method for 

evaluation, etc.

◎ 교직과목

● 교육방법및교육공학(700068)

Educational Methodology and Technology

교육 공학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익히고, 교육 방법의 공학적인 영역과 실천 분야를 다룬다.

Study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 methods of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learn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al 

methodology.

● 교육사회(700070)

Educational Sociology

학교와 사회의 관계를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시스템과 사회의 변화를 탐색하고, 교육의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성격과 역할을 탐구한다.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nd society, Examination of the major findings and issues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by looking at the sources of educational changes, the impact of schooling on social mobility, determinants of 

educational contents, and contemporary policy issues.

● 교육실습(700071)

Teaching Practicum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무업무를 수행하며, 교재와 교수법을 연구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켜 보는 

교과목이다. 학생교사로서 현장교육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실과 이상을 접목시키고, 교육 정신을 체득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과 소양을 기르게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practicing the roles of teacher in middle or high schools. It requires a four-week-practice at 

schools and synthetic knowledge and skills for teaching and evaluating students.

● 교육심리(700072)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 현장에서 당면하게 될 심리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방법을 체득하고 학습 발달 이론, 생활 지도에 역점을 둔다.

Develop ability and methodology to solve psychological issues in school and learn theory of learning development and 

guidance toward better living.

● 교육철학및교육사(700075)

Educational Philosophy and History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를 연구 고찰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 사조 및 교육 철학에 대해 역점을 두어 

바람직한 한국 교육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Developing students’ abilities to think clearly and logically about educational problems and providing students with basic 

understanding of general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history in Korea.

● 교육평가(700076)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과정의 개념 및 유형, 구성 절차 등을 살피고 교육 평가의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여 교수 형태와 전략, 교육 평가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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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e principles, procedures of construction of school curriculum, learn diverse methodology for teaching strategies 

and develop ability for educational evaluation.

● 교육학개론(700077)

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교육현장 전반에 대한 기초적 개념, 이론, 지식을 제공한다.

Providing the basic and comprehensive concepts, principles and knowledge of educational field especially for the 

prospective school teachers.

● 교육행정및교육경영(700078)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교육행정이론의 변천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 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 행정에 역점을 두고 다루는 교과목이다. 

또한 교사의 바람직한 특징과 갈등, 교사의 대인 관계, 지도력 등의 관계를 다룬다.

It deals with theories and practices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lso, it explores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pervision, leadership, and systems.

● 교직실무(700159)

Practice of Studies and Teacher Education

교육공무원의 복무,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상훈 및 징계, 교원 연수 자격 및 인사기록, 교원의 보수체제, 교육공무원의 평정, 학교 및 

학급 운영, 학사 관리, 학교 환경 및 보건 관리, 사무 관리, 교육 기본 법규 및 관련 규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교직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cultivate practical ability in specific teaching jobs, which enable them to deal with such topics as services of 

public education official, teacher’s temporary rest from office and reinstating in service, prize and decoration, and 

reprimand, qualification for training and personnel record, remuneration system, evaluation of public education official, 

operation of school and class, administration of student records, management of school environment and hygiene, office 

management, and basic law and regulations on education and related stipulations.

● 교육봉사(700161)

Education Service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성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분야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교육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ased on theories and knowledge that learned in school, students will spread education service activities in diverse areas 

in society in order to develop moral character and capability as a public education official, and they will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well about the locale of educa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 특수교육학개론(700162)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특수교육의 개념과 발달사, 특수교육에 관한 법률, 각 영역별 장애의 발생원인, 진단 및 행동특성, 교육적 조치 등 특수교육의 

기초적인 이론을 익힌다.

This course aimed to help students acquire basic understanding of history, raws and various disabilities of special 

education.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700164)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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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학교폭력 사안 확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예비교사로서 이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구체적인 목표달성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의 이해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의 이해, 

따돌림과 학급 관리 그리고 ADHD 아동,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셋째,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의 이해 그리고 학교폭력 상담 및 학급 단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이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그리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이해 할 수 있다

The course is based on issue expansi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that is expecting to improve 

specialty matters for these as pre-service teacher. Setting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 able to understand and 

achieve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Second, on the basis of theses, could be feasible idea comprehension of 

adolescent at risk, peer rejection phenomenon and classroom management, ADHD youth et al. Third, To achieve one's 

aim efficiently, understanding damage and assailant students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consultation et al. 

Finally, could be appreciating law as for prevention and Measure on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easuring 

self-government committee, dispute adjustment and regional community youth at risk support system.

◎ 부전공

● 스마트워커실전세미나(200945)

Smart Worker Practice Seminar

스마트세대의 성장발달단계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스마트워커로서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This class aims at improving the capacity of smart workers as the industry demands by utilizing various social network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stage of the smart generation.

● MOS2010Master(510084)

MOS2010Master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PowerPoint, Excel, Word, Access의 기본 기능 및 사용법을 학습하고, MOS 2010 Master 

자격증을 취득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basic functions and usages of MOS (Microsoft Office Specialist) PowerPoint, Excel, Word, 

Access, and acquires the certification of MOS 2010 Master.

● MOS-Ⅰ(510085)

MOS-I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Excel2013의 기본 기능 및 사용법을 학습하고, MOS 2013 Powerpoint, Word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basic functions and usages of MOS (Microsoft Office Specialist) Excel2013, and acquires the 

certification of MOS 2013 Powerpoint, Word.

● MOS-Ⅱ(510086)

MOS-II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Excel2013의 기본 기능 및 사용법을 학습하고, MOS Excel2013 Part1, Part2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basic functions and usages of MOS (Microsoft Office Specialist) Excel2013, and acquires the 

certification of MOS Excel2013 Part1, Part2.

● 로지컬씽킹(510087)

Log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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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핵심적 특성은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정보의 조직적 정리능력 

및 합리적 사고능력의 개발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의 훈련은 긴요하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학교육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들 중 하나는 논리적 사고의 교육이다. 본 과목은 그에 대한 초보적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논리와 추론의 기초 개념과 기법들을 익히고 이를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지성적, 철학적 문제의 분석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논리적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특히,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재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오류들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Being logical is what characterizes philosophical and reflective thinking. Training of logical thinking is critical in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organizing ability and rational thinking ability,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logical thinking is one of the most highly claimed ability for university students, but has been largely ignored. 

Thus, this course aims to train students in logical thinking, based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how arguments are 

constructed. In the course, students will study formal principles in constructing proper arguments and examine various 

practical arguments concerning ethics, jurisprudence,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In particular, students will examine 

various errors and critically analyze various materials of everyday life.

● 프리젠테이션S.D.T(510088)

Presentation S.D.T

기업 등의 환경은 물론 개인에 관한 정보, 기획, 안건제시 등을 발표하는데 있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특히 내용과 적합한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을 적용함으로써 최신의 업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It can produce persuasive audiovisual materials in presenting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planning, and presenting topic. 

In particular, it can be used as the latest work tool by applying design and animation relevant to content.

◎ 자유선택

● 군사학Ⅰ(800002)

Military Science Ⅰ

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기초학문으로서 군사제도 군사조직, 병영 및 동원제도, 참모편성 및 활동 전투의 이론적 고찰, 교육훈련, 

인사관리 및 복지, 병영생활 등 군사 분야 전반에 대해 군사학문을 숙지시킨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nd theories of whole military affairs such as the military system, its 

organization, army life, composition of the staff, combat theory,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ersonnel management and 

welfare and so on.

● 군사학Ⅱ(800003)

Military Science 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기초학문으로서 군사제도 군사조직, 병영 및 동원제도, 참모편성 및 활동 전투의 이론적 고찰, 교육훈련, 

인사관리 및 복지, 병영생활 등 군사 분야 전반에 대해 군사학문을 숙지시킨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nd theories of whole military affairs such as the military system, its 

organization, army life, composition of the staff, combat theory,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ersonnel management and 

welfare and so on.

● 군사학Ⅲ(800004)

Military Science Ⅲ

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기초학문으로서 군사제도 군사조직, 병영 및 동원제도, 참모편성 및 활동 전투의 이론적 고찰, 교육훈련, 

인사관리 및 복지, 병영생활 등 군사 분야 전반에 대해 군사학문을 숙지시킨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nd theories of whole military affairs such as the military system, its 

organization, army life, composition of the staff, combat theory,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ersonnel management and 

welfare and so on.

● 군사학Ⅳ(800005)

Military Science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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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기초학문으로서 군사제도 군사조직, 병영 및 동원제도, 참모편성 및 활동 전투의 이론적 고찰, 교육훈련, 

인사관리 및 복지, 병영생활 등 군사 분야 전반에 대해 군사학문을 숙지시킨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nd theories of whole military affairs such as the military system, its 

organization, army life, composition of the staff, combat theory,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ersonnel management and 

welfare and so on.

◎ 공학소양

● 기술과경영(200770)

Technology and Management

제품의 혁신을 이루고 특허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and development) 전략을 제시하고. 개발된 기술의 가치평가와 중요한 기술을 보호, 관리하고, 경영의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성 분석 및 경영전략과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IP-R&D 전략은 신제품 

기획부터 연구수행,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경쟁사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오히려 경쟁사에 역공격이 

가능한 ‘강한 특허’를 만들어주며, 자사 연구 개발의 방향까지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 

도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요즈음, IP-R&D 전략은 선도형 연구개발을 구현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추가로 

제품설계 시 중요한인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성,  안전, 보건, 환경보존(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설계 제한 조건과 사례에 대해 

검토한다.

This course aims to raise awareness of the principal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PM) and its 

importance as a spur to human creativity and the advance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t also provides 

explanation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PM strategy including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P) in the restrict of safety, health care, and environment protection(Greenhouse gas emissions).

● 직업과윤리(700106)

Career & Ethics

본 강좌에서는‘현대 경쟁사회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원한다면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The course of Profession and Ethics was to understand the following truth. ‘If you truly want your own benefit and 

happiness in the modern competitive society, to live et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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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인문사회과학대학(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사회과학대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개별적·집단적 본질을 탐구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비정과 창조적 정신을 

시민의 덕목으로 갖춘 교양인, 전문인, 지도자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문학, 역사, 철학의 인문학적 소양과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법, 행정,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 시대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교육목표

1980 :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신설로 인문학부로 출발

1981 :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신설, 법학과, 행정학과 신설로 법정학부로 출발

1982 : 문헌정보학과 신설

1983 : 중어중문학과, 국민윤리학과 신설

1984 : 동의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함에 따라 인문학부에서 인문대학으로 되고, 음악학과 및 미술학과(1981년 개설)를 흡수, 

법정학부에서 법정대학으로 되고, 정치외교학과 신설 

1988 : 산업디자인학과 신설

1995 : 신문방송학과 신설

1997 : 음악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가 인문대학에서 분리하여 예술대학으로 독립

법학부(법학), 정치행정학부(행정학, 정치외교학)의 두 개 학부로 개편

1998 : 철학과와 국민윤리학과를 철학윤리학부로 통합 개편

1999 : 동양어문학부(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일어일문학), 서양어문학부(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인문과학부(사학, 

철학, 국민윤리학, 문헌정보학), 언론광고학부(신문방송학 및 신설된 광고홍보학) 등 전면학부제로 개편

사회복지학이 신설되고 정치행정학부는 사회과학부로 명칭 변경

2001 : 문예창작학과 평생교육학이 신설되어,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동양어문학부(중어중문학, 일어일문학), 

인문학부(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교육윤리학부(국민윤리학, 평생교육학) 등으로 개편

경찰학이 신설되고 법학부는 법학과 경찰학 두 개 전공으로 개편

2002 : 법학부는 법·경찰학부로 명칭 변경

2005 : 동양어문학부가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로, 서양어문학부는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로 분리 개편

인문학부의 철학과 교육윤리학부의 국민윤리교육학은 각각 분리되어 철학·윤리문화학과로 통합 개편. 유아교육과 신설

법·경찰학부의 경찰학이 경찰행정학으로 명칭 변경되어 법·경찰학부는 법·경찰행정학부로 명칭 변경

2006 : 한국어문학부가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로 분리 개편

사회과학부는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의 학과단위로 분리 개편

2010 : 법·경찰행정학부는 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로 분리 개편

2012 : 소방행정학의 신설로 경찰행정학 등 두 개 전공의 경찰행정학부로 개편

2017 : 인문대학과 법정대학이 통합되어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출발

한국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영어학과, 문헌정보학과,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유아교육과, 

미디어광고학부(광고홍보학, 신문방송학), 법경찰행정학부(법학, 경찰행정학), 소방방재행정학과, 공공인재학부(행정정책학, 

사회복지학) 등 8개 학과 및 3개 학부, 6개 전공으로 개편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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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한국어문학과(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reature)

한국어문학과는 진리·정의·창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어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활동을 

고취하여 교육·문학·언론·출판·영상매체 등의 인문·문화·예술 분야에 기여함으로써 안으로는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계발하고 

밖으로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열린 전문성을 갖춘 인문학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교과목뿐 아니라 현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미디어 융합 교과,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교과, 문학 및 국어 교육 관련 

자격증 교과들을 개설하여 이론과 창작, 고전과 현대의 적극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 교육목표

한국어문학과는 국어국문학과로 1981년 출발하여 1999년 동양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01년에는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전공으로 재개편되었다. 2006년부터는 독립된 교육과정인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로 합쳐지고 현재 한국어문학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1994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2000년에는 박사과정과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이 신설되어 꾸준히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크게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예창작 세 분야로 나위어져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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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한국어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reature)

◎ 전공핵심

● 고전문학의이해(300224)

understanding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고전문학의 각 장르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대표 작품들을 강독․분석함으로써, 고전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고전문학이 현대문학과 어떻게 접맥될 수 있는가를 파악한다.

Based on a general overview and grasp of each Korean classic genre, this course selects several major works to analyze 

the aesthetic sense of Korean literature and its historical particularity, elevating the interest in Korean classics and 

searching for the bond with modern Korean literature.

● 이야기와소설(401581)

story and Novels

개화기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소설을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깊이 있게 감상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함양한다. 이러한 교과 목표는 작가와 시대, 그리고 작품의 미학적 특질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The course aims to sharpe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Korean contemporary novels, through reading and analyzing 

thoroughly Korea’s representative contemporary novels since civilization in a variety of analytic methods. This goal is 

achieved by studies on writers and their time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s.

● 한국근현대문학사(401605)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갑오경장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우리 한국 문학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여 과거 문학의 직접물로서 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는 현대문학의 특징, 전통, 외국 문학과의 관련, 사조의 개략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대문학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Historical surve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dealing with major works from Gap-O Reform in 1894. A comprehensive study 

of distinctiveness in modern literature, its tradition, foreign literary influences and literary thoughts. Presents modern literary 

theories.

● 현대시의이해와창작(401608)

Understanding and Writing poetry of mordern

시의 정신과 세계를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상력과 감성, 개성적인 표현기법 등 시의 본질을 학습한다. 

공감과 발견, 해방의 특성을 지닌 문예창작의 근원으로서 시창작 기초를 다진다.

Students understand the spirit and world of poetry through a specific text. It is based on imagination and emotion. And 

learning the essence of poetry, including a unique representation techniques. This course aims to form the basis for 

creative writ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mpathy, discovery, and liberation.

● 현대시읽기(401609)

Reading of Korean Contemporary Poetry

1920년대 이후 한국 현대시의 흐름을 개관하고 문학사나 시인론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시를 깊이 있게 감상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대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이해력을 함양한다.

The course discusses trends in Korean modern poetry since the 1920’s and carry out in-depth reading and analysis of 

Korea’s representative modern poems, which have not been introduced in literature history or studies on modern poets in 

order to broade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Korean modern poetry.

● 희곡읽기(4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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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of plays

희곡과 TV드라마 그리고 시나리오를 선별하여 읽기를 통해 희곡문학에 대한 기본지식과 배경, 표현방식과 스타일에 대해 

연구한다. 학생들의 관심보다 다뤄지는 작품의 수나 양이 미흡한 드라마의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선별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장차 희곡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Drama and TV dramas and writing for film by selecting the basic knowledge and background in drama literature through 

reading and studying the expression and style. Handled than the amount the number of students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work of the screening work through the drama and by insufficient appreciation of the specific approach to 

promote an understanding of the future to learn the basics which induction plays and can move into new areas based on it.

◎ 전공심화

● 한국고전시가론(401301)

theory of Classical Korean Poetry

고대시가, 향가, 속요, 경기체가, 시조, 가사 등 고전시가 각 장르들의 생성과정, 형식, 내용, 향유층과 제시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르 상호간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표현양상과 고유한 정서를 파악한다.

A general survey of the origins and formation of ancient poetry, Hyang-Ga, ballad, Shi-Jo and Ga-Sa. Grasp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classical Korean poetry, the coherent spirit inherent in each genre and traditional Korean psyche.

● 고소설론(500355)

Theory of Classical Korean Fiction

고전소설의 개념과 범위, 장르적 성격, 발생 및 전개과정, 판본, 유통방식, 유형·구조·주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고전소설의 

구조적·미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소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Designed to take historical review of classical Korean fiction, identify its position in the Korean literary history and enhance 

the consciousness of Korean fi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its themes, subjects, plots and expression in the Lee Dynasty.

● 고전문학사(500363)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고전문학 각 장르의 발생, 발전, 변천, 소멸 및 문학담당 층의 변모과정, 형식․내용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 한국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A chronological overview of the changes in Korean literature from the origin of primitive literature to Gap-O Reform in 1894. 

Further establishment of the historical system in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of its developmental 

process.

● 고전작가론(500896)

Classical Korean authors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가의 생애와 사상, 학문적 성향, 문학 사상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 이들의 문학작품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근대전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인들이 문학에 관해 어떤 논의를 펼쳤고, 

그것이 시대를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를 통시적으로 이해하여, 한국문학사에서 문학사상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의를 

분명히 이해한다

Examinies the life, thoughtm, and literary thought of classical Korean authors comprehensively, and as a guidance to 

understanding modern literary thought, this course offers a historical survey on the thoughts of predecessors and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 현대소설론(504479)

Theory of Modern Novel

소설의 본질, 특성은 무엇이며, 그 구조는 어떠한 것인가를 터득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문외한의 수준에서 벗어나 

소설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내려는 진지한 독자가 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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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of theory about the essence and quality of novel are what and the structure what kind of thing. Learning the 

modern novel theory through the book which is important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y

● 현대시론(504481)

Modern Korean Poetry

현대시의 이해, 연구, 창작에 필요한 지식을 실제 작품을 통하여 그 이론을 체계화하고, 현대시론의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시의 

전통과 역사성을 천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the subject applies the knowledg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styding and writing modern poetry and focuses on inquiry 

into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Korean poetry based on modern poetic theories.

● 고전작품론(506528)

Stud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고전문학의 두 영역을 이루는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의 대표 작품들을 시기별, 갈래별로 선별하여 강독, 분석함으로써 고전문학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this course reads and estinmates to poems and prose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t aims to improve studying capabilit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nd furnish the basis of further study

● 구비문학의이해(507020)

understanding oral Literature

구비문학의 개념, 하위 장르별 특징, 민중의식의 수용양상, 기록문학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 구비문학의 독자성과 민족문학의 

원류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게 한다.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genres in Korean Folklore and oral literature.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the prototypes 

of Korean national culture and thought.

● 문장과수사(507177)

Rhetoric of Sentences

문장의 일반 원리와 기술 양식, 문장 구성의 과정, 각종 수사 기법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장에 관한 체계 있는 

이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문의 분석과 연습 과정을 거쳐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 위에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understanding in principle and technology form and construction, rhetoric of Sentences. study theory of Sentences,

● 고전산문강독(507372)

Readings in Classical Korean Prose

한자 유입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창작된 고전산문 가운데 국문산문과 한문산문의 대표적인 작품 들을 갈래별로 선별하여 

강독함으로써 고전산문에 대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전산문의 내용, 형식, 미학적 특징 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this course reads selected classical Korean and Chinese proses created from the inflow of Chinese letter to the end of 19th 

century. it aims to improve reading capabillity of classical proses and tnderstand contents, form and aesthetic of classical 

proses.

● 고전시가강독(507373)

Readings in Classical Korean Poetry

한자 유입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창작된 고전시가의 대표 작품들을 각 장르별로 선별하여 원전 중심으로 폭넓게 독해 및 

감상함으로써 고전시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this course reads and estimates reprsentative works of classical poems created from the inflow of chinese letter to the end 

of 19th century by a genre. it aims to develop ability to understand classical poems and furnish the basis of further study

● 현대시인론(5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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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odern Poets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 한국의 대표적 현대 시인의 작품을 읽고 생애와의 연관성 및 작품의 미학적 구조와 언어학적 특성을 밝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안에서 시와 시인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알아본다.

this course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works of representative Korean modern poet in 1945~1990s' 

as well as asethetic structure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poet and their poetry 

have served in chaging times and society

● 시창작연구(507387)

Study of Poetry Writing

주어진 시 작품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재해석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준거로 나와 타인의 작품관과 작품성을 비교 검토한다.

A study of the lyric poetic analytical research of given works. With prior background required. Readings in translation, with 

texts in the original languages available to interested students.

● 드라마창작연습(508221)

study of creative drama

드라마 창작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드라마에 대한 창작의 방법과 내용을 연구한다. 특히 다양한 대화방식을 

활용한 드라마의 구체적인 접근과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응용하여 드라마 구성과 구조 그리고 인물과 무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창작에 대한 기본 교육과 이해를 기반으로 희곡문학에 대한 자신의 방식을 연마하고 발전시킨다.

The students get basic knowledge about the drama, and creative research methods and content of creative drama for 

utilizing it. Especially promote access and understanding of the concrete using a variety of interactive dramas applications. 

And it helps to understand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and character and stage drama. Basic education and hone their 

approach to understanding literature-based drama about the creation and develop.

● 국어문법의이해(509615)

understanding of Korean Grammar

문법은 말의 규칙이므로, 이 규칙을 알아야 우리말을 바르게 말하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문법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 

형태소, 낱말, 문장의 구조와 체계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Grammar is the rule of language, It is a must to know grammar, to use Korean language properly. This course treats 

structure and system of morphemes, words, and sentences on the two grammatical aspects-syntax and morphology.

● 국어의자료와음운(509616)

Materials and phoneme of Korean

국어의 역사적 자료들을 강독함으로써 자료에 담긴 언어 사실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국어의 흐름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알아본다.

By Selective readings of historical materials of Korean, analyze the given data linguistically, and to understand the 

transitional features of language at each period.

● 대중문학과서사(509651)

literature & narrative

대중문학과 서사의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 현대문학의 새로운 경향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양화되어가는 창작 경향을 

이해한다

Department of popular culture and narrative learning concepts and theories of literature and new trends contemporary 

literary and cultural diversification in its relation to the center to understand the creative trends

● 드라마와플롯(산학연계학)(509660)

Drama and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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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개방식과 활용방식을 통해 다양한 구조의 이야기훈련을 습득한다. 인물에 대한 성격의 

부여나 행위에 있어서의 다양함을 이야기 구조를 통해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연마한다. 현대사회에서 

주목받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양상과 방법을 드라마를 통해 연구하고 주목함으로써 발전적인 방향에서 희곡과 드라마양상에 

대해 깊이 깨닫도록 훈련하고 연습한다.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drama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raining methods learned to stories and take 

advantage of the way through a variety of structures. The variety of grants or in characters for an act of nature through the 

story structure and how to hone a variety of ways to take advantage of it. The training for aspiring and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storytelling aspect of modern society in a progressive direction by studying the dramas and attention to 

realize the depth and dramatic for drama, and practice patterns.

● 드라마창작과실제(509661)

Writings of Drama and reality

희곡과 시나리오의 이론을 실제 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록 창작의 실제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 강평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창작기법 및 이상적인 희곡과 시나리오 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희곡과 시나리오의 

활용분야까지 연구 범위에 포용하여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해당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며 이에 대하여 

연구한다.

Practical writing is most important end in this subject. Researchers write plays & scenario in practice. And then, they read 

& criticize their works mutually. Drama is utilized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in many field. In present times, digital 

world need various dramatic scripts. That needs were solved by drama writing training.

● 문학과광고(509700)

Literature and Advertisement

문학과 광고는 발상에서 압축적인 표현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시와 광고 카피, 이미지와 영상, 광고 속의 

문학기법 등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디지털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디어 문학의 실제를 학습한다.

Literature and advertising have many affinities ranging from making the idea to compressed representation methodology. 

This course surveys a case study about poetry and ad copy, image and video, literature method in advertising, which will 

help the students develop creativity and learn actual techniques of literature to meet the digital media culture era.

● 문학비평의이해(509701)

understand of Criticism

문학비평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문학비평창작에 대한 연습을 통해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A systematic theory of literary criticism and literary criticism for learning through practical exercises to enhance critical 

skill, increase understanding of Korean throughout the literature.

● 문화콘텐츠와예술비평(509704)

culture contents and art criticism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비평을 이해하고 예술비평에 대한 실제적인 연습을 통해 비평능력을 향상시킨다.

music, art, Film, theater and various art genres and art critics to understanding the crititicism about theactual practice 

through a critical capability to improve

● 민속문화의이해(509712)

understand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의식주문화, 통과의례, 민속놀이, 전통공예, 구비문학 등 전통문화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살펴본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를 비롯하여 앞으로 세계화 

가능한 전통문화들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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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make students get attention to Korean tradition culture such as tradition food, clothing, shelter, play and crafts, 

rite of passage, oral literature and so on, and its characteristic and value to understand to importance of culture. It also 

provides the interesting of intangible world heritage asset on UNESTCO, enhancing the students' ability to invent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 방송구성작가연습(509722)

study of Broadcasting composition Author

방송 현장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방송 현장 실습을 통해 구성작가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적 교육이 

되도록 한다.

It studies the theory against the program composition of broadcasting site, actual broadcasting on-the-job training it leads 

and to become the experience education which in order improves a composition author executive ability.

● 시와스토리텔링세미나(509828)

Semina of Poem and Storytelling

인물, 내러티브, 구성과 서사 전개 등 시와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요소와 창작방법론을 익힌다. 서정과 서사의 축을 중심으로 전설, 

민담, 영화, 사람과 사물을 활용한 텍스트를 학습하고 이를 현실 속에 반영, 재창조하는 문예창작 능력을 기른다.

Surveys characters, narrative, and structure the is elements and creative methodology of storytelling and poetry. Axis of 

lyrical and epic, the students will read legends, folklore, and film and so on which use the people and things, and raise the 

creative writing recreated from them into reality.

● 영상과문학(509866)

Visual Media and Literature

이 과목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과 영상 언어로 표현되는 영상물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문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과 영상작품의 구조 및 문법을 읽고 그것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and the area of literature and improve student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visual media. For this, students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in verbal language and visual language by 

comparing structure and grammar of verbal works and visual works.

●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509880)

Understanding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일반론과 실용론 두 관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이 과목은 한국어를 

세계 속의 주요 언어로 부각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미래의 한국어 교육 종사자를 양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An introduction to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his course will lead the students to have responsibility of spreading 

Korean language into the world and offer the first step for becoming Korean tutors.

● 출판편집론특강(510009)

Theory of Publishing and Editing Special lecture

원고의 수집, 편집, 제작 등 편집출판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출판문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제도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To understand the former process of collection of the manuscript, editing and production back editing publishing, the 

problematic ceremony publishing culture against a desirable direction and a institutional plan in order to equip.

● 한국현대문학특강(산학연계학)(510043)

Korean Modern Literature special lecture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문학을 동아시아라는 담론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질성과 

다양성뿐만 아니라 공통된 현실 인식과 지향점을 찾아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문학과 문학장, 즉 역사와 문화,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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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ims to research litera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from modern to contemporary with regard to East Asia. 

Not onl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se literature, it also provides the wide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on 

the ground of common perception and vision of reality, and the relation of literature and literature site, or relation of history 

and culture, and society.

● 한국현대작가연구(510044)

Study of Korean Modern Writers

주요 현대 소설작가들의 생애와 작품의 관계, 작품의 미학적 특질과 사회와 작품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주요 한국 현대 소설가들의 작품 세계를 기초로 하여 그들 세계를 관통하는 문학사의 흐름을 귀납적으로 

밝힌다.

The course analyzes, understand, and assess relationship of life and work of major Korean modern writers as well as 

correlation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 and society and work. Based on novels of major Korean modern 

writers, the course explores literary trends in an inductive manner.

● 현대소설텍스트읽기(510060)

reading of contemporary novel text

개화기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소설을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깊이 있게 감상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함양한다. 이러한 교과 목표는 작가와 시대, 그리고 작품의 마학적 특질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the course aims to sharpe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Korean contemporary novels, through reading and analyzing 

thoroughly Korea’s representative contemporary novels since civilization in a variety of analytic methods. this goal is 

achieved by studies on writers and their time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ie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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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중국어학과(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중국어학과는 중국어문학과 중국문화 등 중국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하고, 중국 현지 교육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어 세계화 시대에 한중 관계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실용회화와 통번역 능력 신장, 시사와 실무관련 교과 및 중국 현지 

교육을 통한 실제 적용 능력 극대화 등 실용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 교육목표

본과는 중국의 상해 화동사범대학, 심천대학, 북경 수도사범대학, 천진대학, 광주 소관대학, 요령공업대학, 대련대학, 청도대학 

등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교수 교환과 학생 교류, 졸업생의 현지 대학원 진학 특혜, 방학을 이용한 정기적인 어학연수와 상호 학점 

인증제 실시 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생생하고도 전문적인 중국어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방학기간을 이용한 중국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보다 장기간의 현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장 1년간 

중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 교환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여 학생들의 중국어 능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00년 하남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4년 화동사범대학, 2005년 대련대학, 천진대학, 

수도사범대학, 심천대학, 광서사범대학 등으로 넓혀졌다. 현재 본과의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현지에서 학습하여 돌아온다. 중국연수를 통해 양성된 

지역전문가들의 출로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4학년 2학기 중국 인턴쉽을 운영, 학생들을 집중 참여시킴으로서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보다 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년에 상관없이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과생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본교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다양한 교류 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학과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술제 활동, 개인 튜터제,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를 장려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중문인의 

밤' 이라는 중문과 학술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가, 2008년부터 대외교류처의 지원 아래 본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한중문화제>를 개최하여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어 웅변대회와 한국어 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하고 우리 학생들은 중국어 

웅변대회와 중국어 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하여, 중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과의 교류 및 중국어 실력 항상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학과 내 동아리인 '푸른 시월'을 중심으로 중국어 원어 연극을 공연하고 있는데 1988년 <花木蘭的古事>을 시작으로 매년 <孟

大爺的喜事>, <結婚前的一吻>, <茶館> 등 무게 있는 작품들을 공연해 왔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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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중국어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전공핵심

● 중국어어휘연습(401000)

Chinese Vocabulary Practice

중국어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서사 전통으로 인하여 다양한 표현법이 발달하였다. 본 강좌에서는 그러한 독특한 중국어의 언어 

체계를 일반 언어학적 관점에 의거 전반적으로 소개하여 중국어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얻도록 한다.

The Chinese language has a long history and various narrative conventions, hence various ways of expressions. Based 

on general linguistics, this course introduces the unique linguistic system of Chinese, so that students can g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language.

● 중국문학입문(401440)

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중국문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시대의 주요 장르와 작가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읽음으로 옛 

중국의 문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For the students who study Chinese literature for the first time, this course reads through major genres, writers and their 

works of each era throughout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 실용중국어문법(502370)

Chinese Practical Grammar

중국어의 정확한 이해와 표현을 위해 현대 중국어의 언어사실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보다 수준 높고 

정확한 중국어 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ncludes not only studies in parts of speech and sentence structure, but also helping students prepare the HSK 

grammar part.

● 중급중국어강독Ⅰ(503660)

Intermediate Chinese ReadingⅠ

중급 수준의 중국어 문장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중국어 문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ntensely trains students in reading and writing Chinese sentences of intermediate level. Students are geared 

up for understanding Chinese written materials.

● 현대중국의이해(504507)

Understanding of Modern Chinese Situations

현대 중국의 역사 지리 및 정치 경제적 현실에 대하여 학습하여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To learn about the reality of modern Chinese history geography and political economy, to be able to reach a wide range of 

understanding of China.

● 중국어발음연습(505180)

Chinese Pronunciation Practice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중국어 발음 요령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trains elementary learners in pronunciation skills so that they can exactly pronounc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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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화

● 고급중국어강독Ⅰ(500336)

Advanced Reading in Chinese Ⅰ

중국의 유명한 산문 작품을 읽으면서 중국 문장의 표현기법과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자력으로 중국의 고급 문장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This course includes reading famous Chinese prose texts, aiming at enhancing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expressive 

ways and sentence structure of chinese prose. Students are geared up for reading advanced Chinese sentences on their 

own.

● 고급중국어강독Ⅱ(500337)

Advanced Reading in ChineseⅡ

중국의 유명한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을 읽으면서 문장의 구조나 의미뿐만 아니라 수사법, 뉘앙스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고급스러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한다.

This course includes reading famous Chinese poetry, novels, essays and reviews, aiming at enhancing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not only sentence structure and meaning, but also rhetorics and nuances. Students are geared up for 

commanding advanced level of Chinese sentences.

● 고급중국어회화Ⅰ(500339)

Advanced Chinese ConversationⅠ

일상생활에서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교와 실무에 적합한 주제를 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청취력과 표현력을 익히고 연습한다.

This course includes practice Chinese conversation skills in various settings, ranging form everyday life to professional 

meetings. Students can enhance listening and expression skills.

● 고급중국어회화Ⅱ(500340)

Advanced Chinese Conversation Ⅱ

특정주제에 대하여 중국어로 장시간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매시간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해 일정 시간 이상 말하게 하는 

훈련을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중국어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This course is a continuation of Advanced Chinese Conversation Ⅰ. Each class practices communicative skills focused 

on given themes. Each student should speak for the given period each class. Students are geared up for making 

themselves understood in Chinese, and they can discuss and persuade other people in chinese.

● 실용중국어작문(502371)

Practical Chinese Composition

그동안 배워온 중국어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작문연습에서부터 이력서, 무역서신, 계약서, 공문, 

전송문, 안내문, 초청장 등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문장의 작문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중국어를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includes writing practical writings such as resume, business letters, contracts, invitations etc.

● 영상중국어(502590)

Screen Chinese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직접 일상어를 익혀 다양한 의사 표현을 구사하도록 하고, 체계적 숙달을 꾀하며 또한 중국의 풍물을 

배운다.

This course utilizes audio-visual facilities to encourage students' interests. Students watch videos and DVDs on Chinese 

culture and society.

● 중국역대산문선(503625)

Redaing in Classic Chines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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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이후부터 역대의 두드러진 산문을 선독함으로써, 고문의 이해력을 증진시켜 그들의 사상을 고찰함과 아울러, 당시의 시대적 

사상적 문화적 배경 및 후세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This course examines diversity and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classical prose, with reading the representative authors' 

works.

● 중급중국어강독Ⅱ(503661)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Ⅱ

중급 수준의 중국어 문장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중국어 문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ntensely trains students in reading and writing Chinese sentences of intermediate level. Students are geared 

up for understanding Chinese written materials.

● 중급중국어회화Ⅰ(503663)

Intermediate Chinese ConversationⅠ

기본적인 중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급 수준의 회화를 상황별, 주제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Students with basic communication skills in Chinese get the intense training in intermediate level of conversation skills in 

various situations and themes. Their communication skills will become quite better than just the manageable level through 

this course.

● 중급중국어회화Ⅱ(503664)

Intermediate Chinese ConversationⅡ

기본적인 중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급 수준의 회화를 상황별, 주제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Students with basic communication skills in Chinese get the intense training in intermediate level of conversation skills in 

various situations and themes. Their communication skills will become quite better than just the manageable level through 

this course.

● 중국언어의이해(506160)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어의 발음, 어휘, 문법, 방언, 문자, 역사 등 중국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중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basis for Chinese  Linguistics by explaining such important features as pronunciation,  vocabulary, 

grammar, dialect, letters, and linguistic history. Students get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he Chinese language.

● HSK중국어Ⅰ(506333)

HSK ChineseⅠ

초급, 중급의 HSK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서 시험에 필요한 어휘, 문법, 구문 등을 해설하고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for students who prepare to take the elementary or the immediate level of HSK. It trains students for the 

examination through vocabulary expansion, knowledge of grammar and structure, and more importantly, solving the exam 

questions themselves.

● HSK중국어Ⅱ(506334)

HSK ChineseⅡ

초급, 중급의 HSK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서 시험에 필요한 어휘, 문법, 구문 등을 해설하고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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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for students who prepare to take the elementary or the immediate level of HSK. It trains students for the 

examination through vocabulary expansion, knowledge of grammar and structure, and more importantly, solving the exam 

questions themselves.

● 무역실무중국어(507111)

Trade Business Chinese

중국과의 비즈니스 전화, 소개, 브리핑, 상담, 약속, 초대 등에 필요한 핵심 표현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이를 이용한 실무 응용력을 

함양한다.

An important expression including telemarketing, commodity introduction, briefing, consultation, engagements and invitation 

needed in trade with China will be dealt with systematically and cultivated application abilities through the course.

● 시사중국어Ⅰ(508764)

Current ChineseⅠ

현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의 사설 및 중요 논단 등 시사성이 높은 작품을 선독하여 독해력을 높이며, 사회 등 전반적인 

정세를 습득하고 그들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다.

This course reads newspaper editorials, magazine articles, and reviews published in China. It enhances students' 

understanding of current Chinese issues.

● 시사중국어Ⅱ(508765)

Current Chinese Ⅱ

현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의 사설 및 중요 논단 등 시사성이 높은 작품을 선독하여 독해력을 높이며, 사회 등 전반적인 

정세를 습득하고 그들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다.

This course reads newspaper editorials, magazine articles, and reviews published in China. It enhances students' 

understanding of current Chinese issues.

● 중국어통번역연습Ⅰ(산학연계학)(508767)

Practice of chines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Ⅰ

고급 수준의 다양한 통역과 번역 연습을 통해 중국어 통번역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will be trained in advanced level of Chinese translation/interpretation and obtain a high level of ability in 

translating/interpreting Chinese to Korean.

● 중국어통번역연습Ⅱ(산학연계학)(508768)

Practice of chines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Ⅱ

고급 수준의 다양한 통역과 번역 연습을 통해 중국어 통번역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will be trained in advanced level of Chinese translation/interpretation and obtain a high level of ability in 

translating/interpreting Chinese to Korean.

● 소설과중국어(509084)

Novels and Chinese

중국인에게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등의 중국소설 및 신화전설의 핵심내용을 현대중국어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과의 원활하면서도 내용성 있는 언어소통의 길을 마련한다.

This course reads the contemporary Chinese renditions of the most well-read classics such as Sanguoyanyi, Shuihudi 

and Xiyouji and other folktales or myths. Through this, it aims to pave the way for students’fluent and in-depth 

communications with Chinese people.

● 실무용어연습(509085)

Practice on Busines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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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련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감 넘치는 무역용어, 호텔관광용어, 상품용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학습된 용어를 바탕으로 실무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실무회화를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trade terms, hotel/tourist terms, and terms concerning products as well as gives information on 

Chinese business practices. And on the basis of the learned terms, it proceeds to explore basic business conversation 

skills which can be directly used in any practical business situations.

● 프리젠테이션중국어(509087)

Chinese for Presentations

이미 배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모색하는 최종 단계에서 각종 기기 활용을 통한 중국어 프리젠테이션 기법과 핵심 

표현을 배우고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한다.

As a final step for entering into society on the basis of Chinese language skills, students learn how to make presentations 

in Chinese with various technological devices and practice for improving their presentation skills.

● 호스피탈리티중국어Ⅰ(509088)

Hospitality Chinese I

중국 문화를 학습한 기초 위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요우커들과 여행 시 또는 호텔, 공항 등지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표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광 관련 중국어, 호텔 관련 중국어, 항공 관련 중국어 표현을 익히고 연습한다.

On a solid basis of understanding on Chinese culture, this course studies and practices Chinese terms and expressions 

concerning tourism, hotels and flights, leading students to fluently communicate with Chinese tourists(youke) in tourist 

attractions, hotels and airports.

● 명언명구중국어연습(509089)

Practice on Chinese Proverbs and Sayings

중국어의 효과적인 표현에 활용되는 명언명구들, 예컨대 중국의 경전, 역사, 시문학, 속담 등을 출전으로 하는 명언명구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의사표현능력을 극대화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studying famous Chinese expressions originated from classic writings, history, poetry and 

proverbs to offer students in-depth understanding on China and maximize their communication skills.

● 중국사람이야기(509090)

Stories of Chinese Leaders

모택동, 시진핑 등 현대중국을 움직이는 정치, 경제, 문화계 명사들에 대한 기본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중국어 자료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중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화제와 정보를 마련함은 물론 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중국어 구사능력을 강화한다.

Through studying basic facts and interesting stories on contemporary Chinese leaders i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such as Mao Zedong and Xi Jinping, this course offers students various topics and information needed for smooth 

communication with Chinese people, building up their language skills to freely use those contents.

● 중국을움직이는생각들(509092)

Leading Ideas of China

고비 중국을 변화시킨 사상가들과 그들의 생각을 읽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지침을 주었는지를 살피며, 

또한 그런 중국 선인들의 생각을 통해 삶의 향기를 얻고자 한다.

By studying the ideas of Chinese philosophers who have made big differences to China throughout the history, this course 

explores their relevance and implications for u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 호스피탈리티중국어Ⅱ(509093)

Hospitality Chinese Ⅱ

중국 문화 학습의 기초 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유커들과 접촉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카지노 관련 중국어, 크루즈 관련 중국어, 외식 관련 중국어, 레크레이션 관련 중국어 표현을 배우고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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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solid basis of understanding on Chinese culture, this course studies and practices Chinese terms and expressions 

concerning casinos, cruise travels, restaurants and recreation activities, leading students to fluently communicate with 

Chinese tourists(youke).

● 중국실무Ⅰ(산학연계학)(509323)

Chinese Practical Business AffairsⅠ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현지 사회와 직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중국어와 중국회사의 실상 및 한중무역에 대한 

여러 실무적인 내용을 교수한다.

For senior students who are on the verge of entry into the job market, this course teaches practical Chinese coming in 

handy in Chinese society and workplaces and offers information on real state of affairs in Chinese corporates and various 

practical business affairs in Korea-China trades.

● 중국실무Ⅱ(산학연계학)(509324)

Chinese Practical Business AffairsⅡ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중국에 관련되는 문화산업, 무역산업, 관광산업, 해운산업 등 관련 기업체의 업무를 

익혀 현장실무에 능력을 학습한다.

Based on the theories and knowledge learned throughout the curriculum,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get used to 

corporate  business affairs of China-related culture industry, trades, tourism and shipping industry so that they can have 

hands-on business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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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일본어학과(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일본어학과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실용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어학, 일본문학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이론을 갖추어 한일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균형 감각을 함양하고 국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본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81년 정원 52명을 인가받아 출발한 일어일문학과(現 일본어학과)는 1988년 졸업정원제의 폐지로 인해 정원이 40명으로 

감소되었다. 1999년에는 학부제 시행으로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와 더불어 입학 정원 150명의 동양어문학부에 소속되었다. 

2000년에는 국어국문학과가 분리되어 중어중문학과와의 2개학과가 정원 100명으로 동양어문학부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동양어문학부의 20명이 증원되어 120명으로 운영되었다. 2005년부터는 동양어문학부에서 학과로 분리되어 정원 60명으로 

운영되었다. 1995년에 정원 30명으로 출발한 야간강좌는 1996년 10명이 증원되어 40명으로 존속되다가 1999년부터 학부제 

시행으로 중어중문학과와 더불어 정원 60명의 동양어문학부로 편성되어 운영되었다. 2004년에는 동양어문학부 야간 강좌 정원 

10명이 감원되어 50명으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동양어문학부에서 학과로 분리되어 주간 강좌 정원 65명과 야간 강좌 정원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부터 일본어학과로 명칭 변경, 현재 2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총 15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학과의 소식 및 관련정보를 알려주는 소식지〈あけぼの〉도 꾸준히 

발행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학생들이 연마한 일본어 실력을 겨루는〈일본어 변론대회〉와〈원어연극공연〉등의 종합학술제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외교류협정대학인 벳부대학, 후쿠오카대학에 매년 다수 

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1년간의 장기유학 프로그램으로 교류협정대학인 와세다대학, 규슈대학, 토호쿠대학, 홋카이도대학, 

코쿠시칸대학, 후쿠오카대학, 나고야학원대학 등에 파견하여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어학과에서는 2004년부터 

학생들의 취업활동에도 관심을 가져 학과 내 취업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기 중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형태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가을학술제인 〈아키마츠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 2009, 2010년 <명사 

초청 및 강연> <선후배 만남의 장>을 통하여 성공한 명사 및 선배들을 초청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명사 및 선배들과의 

유대관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취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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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일본어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 전공핵심

● 일본문학의세계(200225)

The Times of Japanese Literatures

일본문학의 전반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일본 고전문학에서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각 시대별 장르를 설명하고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Learns about the generally Japan literatures. From the classical literatures to moderns, studies center on the representative 

authors and works according to the trends and genre.

● 일본어연습(400749)

Practice in Basic Japanese

일본어 문장을 통해서 기본 문형과 기초적인 문법을 익히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Through the sentence of Japanese, acquires the basic sentence patterns and grammar, likewise learns the possibilities of 

the basic conversations which are needed in daily life.

● 일본문화입문(401584)

Japanese Culture Introduction

일본문화의 내용과 정보를 파악하고 인터넷, 서적, 신문 등의 정보 발신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습득을 통해 일본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본 문화 속의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강의와 토론을 병행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전공 수업의 기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Understanding the contents and information of Japan cultures and learns with the basic ability systematically them through 

the internet, books, newspapers and so on searching the method of the place of dispatch.

● 일본열도기행(503074)

The Japanese Island Traveling

일본여행과 유학, 문학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열도 각 지방의 교통, 관광코스, 문학 유적지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강의한다. 더불어 일본인의 삶과 문화도 함께 습득하게 한다.

For students who are enthusiastic about going to Japan to study. Regional transportation and famous attraction sites.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Japanese skills and knowledge about Japanese life and culture.

● 인터넷일본지리(507394)

Internet Japan geography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생생한 지리정보를 통하여 일본의 위치, 자연환경, 기후 지세 등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또한 일본 각 

지역의 특색을 조삼함으로써 향후 일본 문화와 역사 등의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Us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s detailed in internet sites, students will learn the location, natural environments, climate, 

and topography of Japan. They will examin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Japan, which are later to help understand the 

Japanese culture and history.

● 일본어회화기초문형활용법Ⅱ(509103)

Practical use of a basic sentence pattern in Japanese conversatio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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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일본어에서 습득한 기초문형을 중심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통합적인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습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롤프레이를 통하여 회화력 향상과 더불어 한국인 학습자에 자주 나타나는 요용의 항목을 파악한다.

Suggest various practice ways to improve Japanese language ability with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focus on the 

sentence structures learned in the lesson Basic Japanese. With role-playing, improve speaking skills and learn some 

common mistakes Koreans do as a Japanese learner.

◎ 전공심화

● 일본문화의이해(200227)

The Understanding of Japanese Culture

일본문화는 일본인들의 생활양식과 행동특성을 규정하고 생활규범, 관습, 학습된 여러 제도, 현대 예술 및 전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목의 주된 목적은 일본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상기의 사항들을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Japanese culture stipulates the lifestyle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eople and also includes japanese social 

norms, customs and learned institutions that are long standing. The primary goal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with urge 

to learn japanese culture to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above using figures, pictures, diagrams and so forth.

● 일본어능력시험Ⅰ(200565)

Japanese Proficiency Test Ⅰ

일본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주로 국내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일본어 시험인 JPT 와 JLPT(일본어능력시험)를 

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JPT 700점 이상과 JLPT 2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

The goal is get 700 of JPT and second grade of JLPT, due to they are common requirements among many Korea 

companies, this lesson helps students get certificated related to Japanese language.

● 일본어능력시험Ⅱ(200566)

Japanese Proficiency Test  Ⅱ

일본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주로 국내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일본어 시험인 JPT 와 JLPT(일본어능력시험)를 

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JPT 700점 이상과 JLPT 2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

The goal is get 700 of JPT and second grade of JLPT, due to they are common requirements among many Korea 

companies, this lesson helps students get certificated related to Japanese language.

● 일본어독해연습(400390)

Readings Practice in Japanese

기본적인 문형과 어휘, 문법, 독해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어 기초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기초일본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문장을 접하게 하여 어휘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읽고 쓰기를 반복하여 일본어 문장력과 함께 독해능력도 

배양시킨다.

encourage students to have ability in basic level as a whole, from the basic sentence patterns, words, grammar to reading 

comprehension, in systematic and effective ways. Additionally, by providing various sentences with Japanese, students 

can have a large vocabulary and improve reading and writing skills.

● 일본어문법의이해(501802)

Understanding in Japanese Grammar

지금까지 습득한 일본어의 문법항목을 정리하여 일본 현대문법 이론을 통해 제검토 한다. 특히, 10품사를 중심으로 문법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한다.

Arranges and reexamines the grammar articles of Japanese which are learned through the theories up to now. Especially, 

apprehends the grammatic characters center on 10 words class and develops the ability to use accurately Japanese.

● 스크린으로배우는일본문학(5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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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Literature on Screen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스크린을 통해 감상함으로써 학생들의 일본 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각 작품마다 

청취력을 체크하여, 일본 원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An appreciation of works representative of Japan on screen. Allows students to improve on their understanding of Japanese 

literature, while developing listening ability through each work.

● 일본문학의이해(503026)

Understanding Japanese Literature

일본 문학의 장르별 분류를 통해 전시대를 통시적으로 다루며 일본 문학의 특질, 풍토, 미적 이념 등을 강의한다. 일본 문학의 

본질과 가치, 역사와 창조 등을 개괄하여 봄으로써 일본 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체계화한다.

Introduces samples of Japanese literature and lectures on specific features like endemicity and ideology of beauty. A 

general over view of the essence, value, history and creativity of Japanese literature.

● 일본문화론(503027)

Studies of Japanese Culture

일본 문화를 단편적 수용이란 측면에서 벗어나 이를 비판, 분석하여 현대 문화에 나타난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 어떻게 변형,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아울러 세계 석학들이 제시하는 일본 문화론의 저서를 습득하고 연구한다.

Critical analysis of Japanese culture. Focuses on Japanese cultural features in modern literature. Evaluates the book, 

Japanese Cultural Theory.

● 초급일본어회화(503813)

Basic Japanese Conversation

가장 기본적인 문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한국인 학습자가 틀리기 쉬운 점에 특히 유의하면서 발음 지도와 초보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Focuses on the basic expressions that Koreans find most difficult. Teaches correct pronunciation and communications 

skills for every day situations using the basic vocabulary.

● 한일관계론(504353)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 관찰하여 각 시대별로 전개된 양국 간의 우호적 측면을 깊이 이해하고 

양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각을 제공한다.

Compares and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s developed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by 

era to understand the friendly aspects of the two countries and how we have handled dissension. Through this we can 

help keep friendly relations with Japan.

● 현대어로배우는일본옛날이야기(504485)

Classical Literature through Modern Japanese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일본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읽음으로써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고전문학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옛사람들의 문화 양식과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

Aims at broadening understanding of Japanese culture, geographical surroundings as well as to improve the ability to 

collect infor mation through the internet.

● 현대일본어회화기법(504504)

Skill of Modern Japanese Conversation

일본어 회화력 향상을 위해 기초적인 담화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화면장면을 설정하여 그 장면에 적합한 표현 방식과 일본어다운 

회화력을 고양시킨다. 또한, 일본인의 언어행위와 사고방식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문화 교육도 함께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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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he conversation ability, present the basic discourse theory and develop the Japanese-like conversation ability 

with the proper expression creating divers situations. Combine other cultures with them to understand the language and 

consideration of Japanese.

● 일본어번역연습(506100)

Basic Translation Practice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한국어 어법에 알맞게 번역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특히 한국어 

어법에 부자연스런 번역투 표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typical problems in translating Japanese into Korean and train students to use Korean 

properly in their translations. Students will focus on the training activities in using proper Korean, especially avoiding 

awkward expressions typical in translation.

● 인물일본사(507393)

Prominent figures in Japanese history

각 시대별로 일본의 역사를 임직인 인물의 행적을 검토하여 일본역사의 특성을 분석 고찰하고 일본의 역사적 변천과정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올바른 일본관을 형성하게 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prominent figures who influenced the Japanese history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history. In so doing, students will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nges in 

Japan, which will lead students to form an objective and  proper view of Japan.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습득한 일본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체 등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창의적으로 종합설계를 하는 교과목이다. 초급 수준의 과제를 설계하고, 수행, 평가를 하여 봄으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향상시킨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foster all-around talents through its creative and integrated design of the ideal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enables you to reflect on and study the practical requirements and qualifications local 

industries really require from you, all based on the Japan-associated knowledge acquired throughout the course. It thus 

enhances your creativity, ability of teamwork, practical skills and leadership by means of basic-level assignments to be 

given to you for your performance to be assessed.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습득한 일본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체 등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창의적으로 종합설계를 하는 교과목이다. 초급 수준의 과제를 설계하고, 수행, 평가를 하여 봄으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향상시킨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foster all-around talents through its creative and integrated design of the ideal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enables you to reflect on and study the practical requirements and qualifications local 

industries really require from you, all based on the Japan-associated knowledge acquired throughout the course. It thus 

enhances your creativity, ability of teamwork, practical skills and leadership by means of basic-level assignments to be 

given to you for your performance to be assessed.

● 기초일본어문법(509095)

Basic Japanese grammar

일본어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개념을 지도한다. 10품사를 중심으로 문의 구조와 각각의 품사의 활용을 이해한다. 특히, 

기초문형을 중심으로 문법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한 문의 구조를 이해 할수있도록 한다.

This lesson teach students on the basic rules of grammar in Japanese. Based on the ten parts of speech, understand how 

to make use of each part of it, and the meaning of sentences. Students understand the meaning of sentences, by grasping 

grammatical characters, focus on basic sente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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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일본어회화(509096)

Japanese conversation for business

비즈니스 일본어 문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일본과의 비즈니스 상황에 적합한 어휘습득과 더불어 사용 빈도가 높은 회화 장면을 

선별하여 지도한다. 그 결과 일본인 특유의 언어활동을 이해하며 비즈니스 상황에 적합한 일본어를 할수 있도록 한다.

Give some examples of business Japanese sentence patterns step by step, select the appropriate words in business with 

Japan and some useful words in conversation as teaching materials. As a result, students can understand Japanese 

people’s own language use and speak nice Japanese in business.

● 일본기업과산업(509097)

Japanese companies and industries

일본 국내․외의 다양한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일본의 기업과 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동시에 현장의 일본어를 

숙달함으로써, 장차 취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Promotes, by information gathering, the understanding of Japanese industry as a whole. Helps the students learn business 

Japanese and use the acquired informations for an employment.

● 일본어회화기초문형활용법Ⅰ(509098)

Practical use of a basic sentence pattern in Japanese conversation Ⅰ

초급 일본어에서 습득한 기초문형을 중심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통합적인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습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롤프레이를 통하여 회화력 향상과 더불어 한국인 학습자에 자주 나타나는 요용의 항목을 파악한다.

Suggest various practice ways to improve Japanese language ability with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focus on the 

sentence structures learned in the lesson Basic Japanese. With role-playing, improve speaking skills and learn some 

common mistakes Koreans do as a Japanese learner.

● 초급일본어작문(509099)

Basic Japanese Composition

초급 수준의 일본어 문형과 표현법을 학습하고 주제에 맞는 작문 표현을 연습한다. 주로 관용구와 다양한 동사의 구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정확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learn about sentence patterns and expressions of Japanese language in basic level, practice appropriate 

composition expression for some topics. The goal is make students can make exact sentences by learning idioms and 

various verbs.

● 스크린일본어회화(509100)

Screen Japanese Conversation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직접 일상적인 일본어를 익혀 다양한 의사 표현을 구사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연습과 일본인의 일상회화를 

배운다.

By using visual-aural materials, students learn daily-life expressions in Japanese so that they can get various 

expressions, also practice the expressions step by step.

● 시사일본어강독(509101)

Current Japanese translation

가장 현실감 있는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속에서 최근의 화제들을 선별하여 교재로 사용한다. 시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강독을 

통하여 어휘, 문법을 학습함과 동시에 일본의 사회상, 정치, 경제, 스포츠, 오락 등 다양한 시사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class material will be the current issues from the internet, magazines and newspapers which are reflecting the 

japanese culture in a realistic sense. The final goal is to understand vocabulary and grammar patterns and also a variety of 

suggestive subjects ranging from social aspects of the current times, politics, economy, sports.

● 일본의문화와생활(5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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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Lifestyle of Japan

이 과목은 일본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일본, 일본인의 생활과 함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본문화를 접하는 학생들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인 문화 수업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접하도록 한다.

This class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not only japan itself and the lifestyle of japanese people but also both conventional 

and current cultures in a harmonious, but still objective sense. Additionally, the class leads students to be brought into 

contact with a broader spectrum of japanese culture and the style of living by providing culture classes with detailed and 

concrete explanations.

● 취업실용일본어(509105)

Practical Japanese at work

기초적인 회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무역 용어를 지도한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장면에 필수적인 

인사편지, 감사편지, 각종 주문양식 등을 장면별로 교육한다.

Teach essential trade terms in business to the target students who can do basic speaking. Especially, select and show 

some sentences on greeting letters, thanks letters, and various order forms for trade with Japanese companies.

● 미디어일본프리토킹(509325)

Modern Japan Study

최근 일본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사 정보를 신문, 잡지 등 활자 미디어와 TV, 인터넷 등의 영상미디어에서 수집, 분석하여 

현대일본사회의 구조와 제 양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수업에서 일본어 프리토킹을 활용함으로써 실용 일본어 

능력을 양성시킨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ollect and analyze the current informations of various fields in Japan from newspapers, 

magazines, TV programs, and the internet. All these activities will enable students to grasp the structure and aspects of 

modern Japanese society, which will help students enhance their Japanese ability.

● 일본어와일본문화(900381)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일본어의 구조와 문법 체계를 학습하고, 일본인의 문화전반을 학습한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의 

언어문화를 이해한다.

Study on the structure of Japanese language and grammar, Japan’s culture by and large. Also figure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understand Japan’s languag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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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영어학과(English Language & Literature)

영어학과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영미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지닌 지성과 유창한 

영어구사능력을 겸비하여 글로벌 문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다문화적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또한 인문학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삶의 현장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음성학, 문법론 등 어학적인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용회화와 작문의 능력을 신장하고, 영미권의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와 

매체를 활용하여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한다.

■ 교육목표

1980년 입학정원 40명을 인가받아 영어영문학과의 과명으로 출발한 영어학과는 1999년 학부제 시행에 따라 서양어문학부 

영어영문학 전공으로 개편되었으나, 2005학년도부터는 다시 학과 체제로 변경하여 입학정원 50명, 2007년부터는 입학정원 

60명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다. 2012학년도 이후로는 55명의 입학정원을 유지하였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실용적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대폭 수용하는 변화를 모색하여 학과명을 영어학과로 변경하였다. 영어학과에서는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영어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회화·번역·작문·통역 등의 실무영어와 영어의 음성학적·문법적 지식과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을 

병행하고, 영미문화권의 다양한 텍스트의 학습을 통해 외국 문화와 접촉시킴으로써 서구 사회의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의 주요행사로는 198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어연극이 있다. 제 1회의 Death of a 

Salesman을 공연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30년 가까이 학생활동의 주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본교의 

미국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매년1-2차례, 국내외이 저명한 학자와 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사를 자극·고취하였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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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영어학과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 전공핵심

● 초급영어회화(400686)

Basic English Conversation

영어회화 입문과정으로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 발음 이론을 체득하게 하여 학생들이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던 잘 못된 발음을 

교정한다. 아울러 구강세(phrase stress)와 문강세(sentence stress), 억양 등,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의사 소통에서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모방(mimicking)과 따라하기(shadowing)훈련방식을 사용한다.

This beginner's course for English conversation trains students how to pronounce words, how to say sentences with 

proper stresses and intonation, introducing the mimicking and shadowing methods.

● 영문법연습(401303)

Practice in English Usage and English Sentence Structure

원활한 의사소통과 영어산문의 이해, 고급 영작문에의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대표적인 영문구조의 용법, 용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영어 자료들을 통해 영문법의 활용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영어의 개별 구문 및 구조들의 실제적 연습, 훈련을 

통해 고급영어 사용의 초석을 마련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usage of the English sentence patterns that are necessitated for efficient oral communication, 

understanding English prose, and advanced English composition, It intends to promote not only students' overall English 

ability to utilize English, through exercises and drills of sentence structures and constuctions in a variety of contexts.

● 영어학개론(502621)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고, 영어학의 내적 구조를 분석해봄으로써, 한 언어로서의 영어를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추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search for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at we know about English, introducing basic concepts and 

theories in English linguistics and exploring the internal properites of English.

● 미국문학개관(505165)

General Survey of American Literature

미국 문학의 배경과 각 시대의 문학사조,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개관함으로써 미국 문학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고 각론에 대비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road survey of American literary history, including literary trends, currents of thought, 

major writers and their works, so that they may be prepared for detailed courses in American literature.

● 시청각영어(505981)

English Conversation with Audio-Visual Support

초급영어회화에서 습득한 모방(mimicking)과 따라하기(shadowing)을 계속하여 자연스런 의사소통의 기본을 다진다. 이를 위해 

시청각 도구 (비디오 영상매체)을 활용하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청각언어 및 시각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훈련을 한다.

Studetns will continue the basic training for mimicking and shadowing introduved in Beginning English Conversation I, 

Audio-visual equipments are utilized, Students will understand and learn English presented in various situations and 

various media.

● 영문독해(900090)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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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영문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훈련한다. 영어의 네 가지 기능 중에 가낭 기본이 되는 독해능력이 타기능(듣기, 

말하기,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다양한 영문을 다독하게 함으로 학생들의 독서량을 재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은 

기초적 영문구조와 평이한 내용을 담은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된다.

Extensive reading is the point of basic reading course. The stndents will train themselves to be able to simultaneously 

understand what they read. They will read various materials and as many books as they can in a certain amount of time.

◎ 전공심화

● 영어문장구조론(500904)

English Syntax

생생문법 모델을 바탕으로 구와 절의 유형과 문법적 기능, 구와 절의 위계적 결합규칙과 변형규칙, 의미역, 논항구조 등을 다루고, 

다양한 통사적 현상들에 관한 통사적 논증방법을 연구한다. 아울러 영어문장구조에 대한 통사적 지식을 영어구문자료를 통해 

실제적으로 활용, 응용하는 법을 연습함으로써 영어구문 구사력의 본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나아가 영어문장구조의 보편적 특성과 

국어의 구조적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두 언어 간의 구조적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에 대한 

통찰력을 고취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orms and functions of phrases and clauses, hierarchical structures and their combinatory 

rules, transformational rulse, semantic roles and argument structure in the framework of generative grammar.This course 

has strong practical foci as well :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their syntactic argumentation to various English constructions 

to develop substantial English ability. Also,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students willn attain some insight into how such knowledge can be applied ti the learning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미국문화의이해(501329)

Understanding American Culture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지리, 역사, 사상, 사회문제, 인종문제, 지역특성, 생활풍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넓히고, 세계화 의식의 고취와 방향감각을 갖도록 한다.

Basic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U.S. helps students develop a sense of globalization. Topics cover U.S. geography, 

history, philosophy, customs, social and racial problem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y the aid of audio-visual materials.

● 미국소설(501330)

American Novel

미국소설의 특징과 흐름을 개관하고 대표적인 장편 또는 단편소설을 선정하여 정독 · 분석함으로써 비평적 문학감상능력과 

영문독해력을 함양한다.

Provides students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the American Novel, major American novelists and their 

works, so that they may have an insight into the nature of critical analysis of American Novels.

● 소설의이해(502080)

Understanding Novel

소설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 요소들이 소설 전체의 어떤관계를 가지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소설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and enjoyment of novels. Identifies the elements that make up a novel, determines the 

realationship among the elements and explores the relation of the elements to the whole novel.

● 시사영어(502206)

Journalism English

CNN, AFKN News와 현대 시사영어 산문을 이용한 청·독해 연습과정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분야의 

다양한 산문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널리즘 영어의 어휘 및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시키며, 아울러 이러한 시사산문과 

방송되는 뉴스의 청·독해연습을 통해 현대영어의 용법과 용례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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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ents will read current magazines and newspapers, and listen to CNN and AFN news. This course provides a 

good opportunity for understanding of the terminology and structure of journalism English and helps students make contact 

with world information and have better perspectives for the future.

● 영미시의이해(502567)

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Poetry

영어문학사와 관련된 지식을 토대로 영국시의 전통을 살펴보고 미국적 수용과 변형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영미시의 발전과정을 

탐구한다.

Surveys the traditions of British and American poetry, with emphasis on the achivements of the major poets from both 

countries, such as Donne, Wordsworth, Whitman, Yeats, and Eliot.

● 영어구조연습(502611)

Exercises for Understanding English Structure

본 강좌는 초급영어구조 강좌에서 다루지 못한 영어구문의 특성을 개관하고, 초급영어구조 강좌의 연속선상에서 습득한 

영어구문에 관한 총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어구문의 체계적 연습 및 말하기, 읽기, 쓰기 등에의 적용을 통해 통합적 

영어구사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This coures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English structure as introduced in Basic English Structure, and promotes 

comprehensive English ability by extending the knowledge of English structure to the practical use of English constructions 

through structure exercises; speaking, reading and writinh exercises.

● 멀티미디어영어(505820)

Multi-media English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능ㄹ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실제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제공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하고, 컴퓨터보조학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Utilizing multi-media such as screen/film and computer/internet,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audio and visual language in multi-dimensional contexts and to improve their comprehensive English skills.

● 영어교육이론과실제(506028)

Theory and Practice in TEFL

실제 외국어 학습상황에서 필요한 영어교육의 제반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 및 중등학교의 영어 교육실습 및 실제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영어의 듣기·말하기·쓰기·읽기 네 가지 기능에 관련된 영어교수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영어교육이론과 현장교육으로의 실제 적용은 한국의 외국어 영어 학습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을 

독창적으로·창의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The students will study all theories of TEFL(Teaching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the real situation for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On this basic theroretical knowledge, they will learn how to teach English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o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theory-backed-up practice will help the students 

creatively devise their own teaching methods in any given situations.

● 영어화용의이해(506031)

Understanding English Pragmatics

대화의 구성, 함축, 협력원리, 담화 및 화용론의 기본 개념, 성의 역할 등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실습하고, 

언어적 맥락과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의 기능적 의미를 탐구하며,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자와 음성을 통한 영어 사용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하여, 정확하고 세련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explores key concepts in pragmatics and discourse (e.g. conversation orgarization, implicature, cooperative 

principle, etc), based on various multimedia resources, and investigates functional meanings in linguistic contexts and 

social circumstances, in order to understand general principles of language use in various social contexs and to enhance 

effetive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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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번역실습(506698)

Practice of English Translation

번역원리 등을 우선 학습·이해하고, 한국어와 영어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차이점을 분석 이해함으로써, 영어/한국어로 쓰여진 

다양한 유형의 글을 세련되고 정확한 영어/한국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Introduces translation theory explores various linguistic and socio-culturak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and 

enhances the abilities to translate various written and spoken English/Korean into appropriate and elegant Korean/English.

● 영어토론(506700)

English Discussion

학생들은 일대일 또는 소그룹을 지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훈련을 받게 되며 주요 문법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The students will be taught how to engage in topic discussion through one to one and small group interaction. Key 

grammar and communicative points will also be covered.

● 실용영어회화Ⅱ(506864)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Ⅱ

저학년 영어회화 과목에서 다룬 주요한 사항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가정법과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점들을 다룬다. 학생들은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여러 주제에 대해 소그룹 혹은 일대일로 의사소통 훈련을 한다.

This course reviews the main points covered in the other conversation courses briefly and moves on to important higher 

level features that cause Koreans difficulty such as the subjunctive. Also, the students will learn how to communicate, 

through one to one and small group interaction, on a number of new topics not covered in the other courses.

● 영어명연설의세계(508217)

The World of Famous English Speech

영어명연설의 세계는 영어로 발표된 세계적인 연설문을 선별하여 청취 및 독해하며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아울러 영문구조, 수사법, 

어휘의 선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급영어의 청취, 독해, 작문, 말하기 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World of Famous English Speech aims to enhance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abilities in high level 

English by the analysis of ideas, sentence structure, rhetoric and diction in famous speeches published in English.

● 실무영어(산학연계학)(508644)

Business Enlgish

졸업 후 실제적인 비즈니스 맥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서식, 즉 전통적인 영문비즈니스 편지, 팩스, e-mail 편지 등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법과 비즈니스와 관련한 필수 어휘 및 다양한 실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기법을 배우고, 어휘 및 다양한 실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기법을 배우고, 아울러 취업을 위한 영문이력서, 카버 레터 및 인터뷰의 기법 등을 연습함으로써 향후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영어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clear, concise instruction on the forms of business writing, from traditional business 

letters, fax, to e-mail communications; the usage of business vocabulary; and oral communication techniques in a variety 

of business contexts. Additional features include resume and cover letter writing and interview practice for better job 

opportunities in the future.

● 현장영어교육연습(산학연계학)(508731)

English Teahcing Practice

본 강좌는 졸업 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개인 학원 등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취업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스킬을 연계하여 연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epare students for English teaching jobs in kindergart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and 

private English institutes by providing them with trainings linking various forms of content materials and practical English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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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및컨벤션영어(509605)

Tourism & Convention English

본 강좌는 관광 및 국제회의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aims to equip students with the ability to command practical English in the context of tourism and convention.

● 매스미디어영어번역(509690)

Translation in Mass Media English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웹사이트 등 시청각 언어가 수반되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에 대한 번역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를 통해 한영 및 영한 번역을 수행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This course will study a variety of audio and visual texts from movies, animations, documentaries and web-sites. Students 

will have opportunities to translate various texts from English to Korean or vice versa in their assignments.

●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509746)

Business Communication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훈련을 한다. 다양한 비즈니스 자료를 읽고 쓰되, 

구조, 어조, 어휘 등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관련 토론, 협상 및 발표에 적용한다.

Prepares students to work in various business situations like debates, negotiations, and presentations in addition to reading 

and writing materials related to business culture.

● 영국문학개관(509864)

General Survey of British Literature

영문학의 성립 과정을 개관하고 각 시대의 문학적 배경과 기본 지식을 습득케 하는 동시에 사조의 변천과 시대적 문학 특성을 

파악케 한다.

Introduces British Literature, beginning with the earliest recorded writings in English through the present day. Includes 

historical and social information to provide a background for the literary works. This course not only takes students into the 

world of other people’s minds but also invites them to explore their own.

● 영국문화입문(509865)

Introduction to British Culture

영국의 정치, 경제, 지리, 역사, 생활풍습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국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넓힌다.

Aims to give basic but comprehensive information in order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s, economics, 

geography, history and life style in the United Kingdom.

● 영어애니메이션과스토리텔링(509870)

English animation and Storytelling

유명 애니메이션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영어 듣기 능력 향상과 유용한 표현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이와 함께 학습한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정확히 요약,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의 훈련을 병행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enhance their listening ability and learn useful English expressions by studying famous 

American animations. In addition, students will learn a skill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animations and convey the 

story in their own words.

● 영어에세이작성연습(509871)

Practice in English Essay Writing

개별 영어문장의 작문단계를 심화․확장하여 논문이나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작문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우선 

에세이 작성의 기본인 문단(paragraph) 작성법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논리적 쓰기법을 배우고, 에세이 작성에 관한 제반 

쓰기 기술을 과제물을 통해 연습․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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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nsive course of English writing helps develop technical and/or academic papers with a range of complexity and 

length. It introduces the conventions of technical and/or academic prose. The students will develop skills of paragraph 

writing on a variety of topics, which leads students to writing essays in English on their own.

● 영어프리젠테이션(509872)

English Presentation

본 강좌의 목적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원고작성, 프레젠테이션 시연 및 참가를 통해, 영어의 쓰기, 듣기, 말하기 등 실용영어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This course seeks to equip students' with the capacity to command English in the context of presentation and interview 

regarding preparing script, executing presentation, and participating in the presentation of other students.

● 헐리우드영화와미국문화코드(510057)

Hollywood Film and American Cultural Codes

본 강좌의 목표는 헐리우드 영화의 비평적 감상을 통해 미국의 문화코드를 이해하고  영어청취, 독해, 회화 등 실용 영어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This course aim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command practical English in listening, reading, and speaking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understanding of American cultural codes by the critical analysis of Hollywood Film.

● 실용영어회화Ⅰ(900154)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Ⅰ

기초영어회화 과정에서 다룬 주안점들을 복습하고 현재완료와 수의 일치 같은 보다 중요한 사항들을 다룬다. 학생들은 일대일 혹은 

그룹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말하기 연습을 함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reviews the main points covered in Beginning English Conversation II and moves on to important higher level 

features that cause Koreans difficulty such as present perfect and numbers. The students will learn how to communicate, 

through one to one and small group interaction, on a number of topics.

● 실용영작문(900169)

Practical English Composition

기초 영작문 과정에서 다룬 주안점을 복습하고, 고차원적인 문법 사항을 다룬다.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작문하게 되며, 피드백과 다시쓰기 과정을 거치는 작문 훈련을 받는다. 토플(TOFEL)의 작문시험(TWE)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이다.

This course briefly reviews the most important features covered in the other composition courses and then covers certain 

higher level features of grammar that Koreans have difficulty with. The students also will be taught how to write 

compositions on a variety of topics that are relevant to their lives in a supportive atmosphere that helps them learn from 

their mistakes through a rewriting process. Students who wish to take TOEFL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e 

TWE(TOEFL Written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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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문헌정보학과(Library & Information Science)

문헌정보학과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고금의 지식정보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시켜 정보전문가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봉사 정신을 확립케 하고,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관리기관의 실무 관련 교과목과 정보관리업무의 필수 도구인 컴퓨터 및 

정보기술 교과목을 위주로 교육하여 도서관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으로 1982년 입학정원 52명으로 출발하였다. 1988년에는 졸업정원제 폐지로 입학정원이 

30명으로 조정되었다. 1992년에 사회의 변화와 학문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과명을 ‘문헌정보학과’로 바꾸고 정보화사회의 

정보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후 입학정원은 1996년에는 40명, 1998년에는 50명으로 

증원되었다. 1999년부터는 학부제로 운영되면서 인문과학부에, 2001년부터는 인문학부에 소속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다시 학과로 

환원하여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2017년 문헌정보학과는 3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며 전임교수 4명, 겸임교수 1명의 

교수진과 155명 정원의 재학생이 미래의 정보전문가를 꿈꾸며 학문연구와 진리탐구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학생활동은 학회지 

발간으로, 1986년 『도서관학회보』라는 제명으로 시작하여 1993년에 『문헌정보학회보』로, 1996년부터는 『파피루스』로 

개명하여 매년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17년 제32호가 발간되었다. 또한 1988년 이래 격년으로 실시되는 학술답사는 학생들에게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은 1993년부터 매년 학생회 주관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으로 초등학교 

도서 기증 운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취업동아리 결성을 통해 사서직 공무원 공채시험을 대비하고 

정보처리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선배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행사를 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는 졸업과 동시에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며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 

주로 도서관, 정보센터, 자료실 등의 정보 관련 기관 및 사서교사로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기대 된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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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문헌정보학과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전공핵심

● 문헌정보학개론(400210)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 강좌의 목표는 문헌정보학에 입문한 학생들이 향후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 가는데 필요한 안목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과 체계 그리고 영역에 대한 소개는 물론, 문헌정보학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역사적 뿌리와 근자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lies in having LIS students be equipped with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To the end, this course introduces major theories and practices in LIS field. Also discussed are the 

scholarly nature and philosophy as well as the history and progress in change of LIS.

● 정보검색이론(401010)

Information Storage & Retrieval

정보검색시스템의 구성요소, 모델, 구조, 어휘통제, 탐색전략,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정보검색시스템의 기본원리를 다룬다.

Examines fundamentals of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including components, models, structures, 

vocabulary control, search strategies, and evaluation the systems.

● 정보학개론(401304)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e

정보학 분야의 기초과목으로서 정보의 정의, 정보학의 범위, 학술정보 생산과 유통, 검색방법,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정보학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As the one of basic courses of information science fields, the course is provided a general overview of information science 

including theories and practices used in this area.

● 데이터처리(401532)

Data Processing

본 교과목은 구조화된 또는 비구조화된 데이터 처리의 기반 기술들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표현과 축적, 평가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요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covers an introduction to methods used in processing structured or unstructured data.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an overview of hardware and software and data representation, storage, and evaluation.

● 문헌목록학Ⅰ(501286)

Cataloging of Inf. Materials Ⅰ

목록학의 역사와 이론을 탐구하고 KCR, AACR, ISBD 등 목록 관련 규칙의 사용법을 강의한다.

Studies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library catalog, and interprets various cataloging rules including KCR, AACR, ISBD, and 

others.

● 문헌분류론(501288)

Classification of Inf.Materials

분류의 철학적 논리적 개념을 정립하고, KDC, DDC, UDC 등 다양한 문헌분류표의 사용법을 강의한다.

Studies the philosophical and logical concept of classification, and the use of various classification schemes including 

KDC, DDC, UDC,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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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화

● 기초한문(400190)

Fundamental Chinese Writings

한자와 기초적 수준의 한문 독해 능력을 갖추게 하여 수준 높은 한문의 학습과 자료의 정리 및 봉사에 도움이 되게 한다.

Develops the ability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a basic level.

● 디지털도서관론(401008)

Digital Libraries

디지털 도서관의 개념 및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공부하고 현재 운용중인 디지털 도서관의 몇몇 사례들과 

디지털 도서관의 경향 및 최근 이슈들을 다룬다.

Studies of basic concept of digital libraries, technical factors related to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digital libraries. 

Introduction to the best practices, trends, and issues of digital libraries.

● 온라인정보검색및실습(401009)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을 포함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탐색에 사용되는 탐색원리, 탐색방법, 탐색기법을 다룬다. 

실제로 다양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습한다.

Explores principles, methods, techniques used for search of online databases including  electronic journal, web database, 

internet etc. Many practices for search will be given.

● 도서관경영론(500912)

Library Management

도서관 경영은 일반적인 경영활동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작업이기도 하다. 본 과정에서는 도서관 자원을 입수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 대한 계획 및 실행, 시설의 유지,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의 설계, 예산의 마련과 운영 등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익히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the library management based on normal managerial tasks. Library management is a high level 

activities upon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for raising the public concerns. The function of library management include 

planning and negotiating for materials acquisition, interlibrary loan, facilities maintenance, financial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cultural program... and others for libraries.

● 독서지도론(500970)

Reading Guidance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독서 자료와 독서 지도 방법, 독해력, 속독법 등의 독서기술 지도 방법, 독서 문제아의 치료적 지도 

방법 등에 대하여 다룬다.

Discusses the reading materials and reading guidance metho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reading techniques, including reading comprehension and rapid reading skills and therapeutics for reading problems.

● 문헌목록학Ⅱ(501287)

Cataloging of Inf. Materials Ⅱ

주제명표목, 도서기호법 등 목록 작성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규칙을 탐구하고, 편목작업을 실습한다.

Studies the tools including the various lists of subject headings, tables of book number for library cataloging, and practices 

the book cataloging.

● 문헌정보학특강(501289)

Semina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문헌정보학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연계하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논제를 선택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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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s related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 integrated and new topics of the fields will be discussed.

● 자동화목록법(503124)

Machine Readable Cataloging

자동화목록의 발전과정과 MARC 포맷의 구조를 탐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편목작업과 목록시스템의 관리를 실습한다.

Studies the history of MARC development and the structure of various MARC format, and practice the book cataloging and 

cataloging system using the computer.

● 정보봉사론(503439)

Information Services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유통기관에서의 정보봉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기법에 대해 배운다. 구체적으로 정보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절차와 과정, 평가와 관리를 다룬다.

Introduces major theories and basic techniques for information serv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Specifically, 

introduction to procedures, method, theorise, models,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service.

● 정보원발달사(503452)

History of Information Sources

역사 이래로 동․서양에서 사용해 온 각종 정보매체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등의 역사를 알게 하여 정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Mak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ources through learning histories of libraries, information centers, and 

various information media which have been used in the East and the West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504198)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사, 조직, 인사, 시설, 자료, 봉사프로그램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서교사 및 매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습득하도록 한다.

Discusses history, organization, personnel, facilities, collections and service programs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Prepares for qualification for school librarian and media specialist.

● 한국서지학(504254)

Bibliographies of Korea

서지학개론에서 익힌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고서의 감정, 인쇄 등 주로 형태서지학의 측면을 자세히 다룬다.

Deals with formal bibliography in detail, such as appraisal and printing of Korean old books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preliminarily acquired from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 장서개발및관리(506735)

Collection Development & Management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장서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서, 장서개발, 

장서관리의 개념, 이용자연구, 장서개발정책, 장서기준, 선택이론, 자료의 평가, 출판사, 전자자료 등 각종 자료의 선택 및 관리, 

수서업무, 장서평가 및 폐기, 정보자원의 공유를 다룬다.

Concepts of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user studi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collection 

standards, selection theories, publishing and publishers, selection and management of types of materials, acquisitions, 

collection evaluation and weeding, and resources sharing will be covered.

● 자료조직특강(507402)

Seminar in Library Material Organization

도서관 자료조직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연계하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논제를 선택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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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s related to the library material organization integrated and new topics of the fields will be discussed.

● 정보매체론(507583)

Information Media

각종 교과의 수업과 관련된 학교도서관 정보매체의 관리와 조직을 다룬다. 이들 정보매체를 교수 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도서관 활용 수업, 정보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한다.

It cover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of school library media related to teaching of different courses.

● 기록관리개론(508241)

Records Management

문서의 생산, 정리, 보존 그리고 보존을 위한 시설을 탐구한다. 기록물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 법규를 다룬다.

Studies the production, filing, preservation of documents and the facilities for archives, and reviews the worth, importance 

of archives and the related laws.

● 데이터베이스및실습(508243)

Database Theory and Practice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요, 관계데이터 모델의 개념 및 기본적인 용어, 관계대수의 개요와 관계연산자, SQL, 데이터베이스 설계, 

정규화, 뷰, 시스템 카다로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보안 개요 등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및 이론을 다룬다.

Basic concepts and utilization of database system including concept of entity-relation model, design, normalization 

techniques, and SQL, view, system catalog, transaction and security of database are dealt with.

● 정보시스템및실습(508244)

Information Systems Theory and Practice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기초 이론과 시스템의 요구도 분석, 설계, 구현, 그리고 평가 및 검토 단계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례로서 실제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몇몇을 다룬다.

Studies of basic theories and practices on the requirements analysis, desig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system and 

case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 주제별정보원(508245)

Subject Bibliography

인문, 사회과학,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학문적 성격을 파악하고, 각종 정보원의 선정, 평가 및 이용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제봉사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Cultivates the ability of subject information services by understanding scholarly characteristics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science technology subject fields and by acquiring the knowledge of selection, assessment, and use of 

various information sources.

● 관종별도서관이론및실습(산학연계학)(508544)

Academic, Public and special Libraries(Field Study)

공공, 대학 및 전문도서관의 개념, 역할, 행정, 조직, 인사, 예산, 시설 및 각종 봉사업무에 관한 지식을 실제 도서관에서 유용한 

응용지식들과 연계해서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applied knowledges that be utilizing in actual industry by concepts, function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personnel, finances, facilities, and service programs of academic, public and special libraries.

● 사서실습(산학연계학)(508603)

Library Field Work(Field Study)

이전에 수강한 전공 교과목들을 개관하고, 다양한 도서관 및 정보 관련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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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 all of the previous courses and experiences the librarian's works in the various libraries and information 

organizations.

● 도서관마케팅(508774)

Library Marketing

도서관의 전략적 마케팅 개념, 이론, 유형, 방법을 익히고, 더불어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Discusses the concepts, theories, models, and method of library marketing strategy, and planning,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library's programs

● 정보이용자론(508776)

Users of Library and Information

효율적인 정보봉사를 위하여 정보이용자를 조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정보이용자 연구의 목적, 의미, 역사, 연구방법을 

다룬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정보활용교육방법을 다룬다.

Introducing the purposes, meaning, history, and research methodology of information user study. In addition, discusses the 

basic techniques and method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 도서관실무일본어(509113)

Practical Japanese for Librarians

일본어 기초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문법과 작문법을 공부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일본어로 된 문헌을 강독하는 기술을 

익힌다.

Studies basic grammar and composition in Japanese. Also introduces basic Japanese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reading articles in Japanese of this fields.

● 독서활용교육론(509658)

Reading Assisted Education

독서는 복합적인 사고과정을 수반한다. 본 과정에서는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본 교과에서는 독서전략의 

7가지 방법, 즉 추론 및 예측하기, 개념화, 질문형성, 사전지식활성화, 요약, 평가, 비교분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Reading is a comprehensive process that encourage critical thinking for students. This course covers various reading 

assisted education programs besides the basic theory of readings. Especially, we learn 7 kinds of reading strategies, i.e. 

previewing, conceptualizing, questioning to understand and remember, reflecting on challenges to your beliefs and values, 

outlining and summarizing, evaluating an argument, comparing and contrasting related readings.

● 정보문해론(509983)

Information Literacy for Teaching

본 교과목은 디지털 또는 정보문해 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문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계획,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This course covers theories and practices for teaching in areas related to digital and information literacy'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design, develop, map, and assess curriculum in a variety of settings.

● 정보사회와저작권(509984)

Copyright and the Information Society

이 강좌의 목표는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전문직의 정체성과 관련한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평등한 접근권, 지적 자유, 개인정보보호, 저작물 공정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특히, 저작권의 역사, 적용범위, 권리, 발생과 소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제 문제들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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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the spirit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through studying the ethical issu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Students are to learn the ethical issues to be raised to protect such value, including equal access to 

information, intellectual freedom, privacy, and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in libraries. Especially, they discusses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scope of copyright, exclusive right, obtaining and enforcing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t, and 

library-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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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Lifelong Education and Youth Counseling)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는 평생학습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관을 바탕으로 성인교육․청소년교육․기업 교육 분야의 교육전문가 

및 초․중등학교에 필요한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학과는 학교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며,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한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는 ‘평생교육사(2급)’, ‘청소년지도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전문상담교사(2급 정교사)’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1학년도에 정원 30명으로 출발한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는 2006학년도에는 정원이 40명으로 증원되었다. 2005학년도부터 

전문상담교사(2급 정교사) 교직과정이 설치되었고, 일반대학원에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2007학년도부터는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09학년도부터 교육대학원에 평생교육전공을, 2012학년도부터 교육대학원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을 개설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는 ‘한국평생교육의 진흥을 선도하는 지식 공동체’라는 비전하에 

‘한국평생교육연구소’를 개소하였다.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의 졸업생은 평생교육 및 청소년분야의 현장전문가 또는 전담공무원, 청소년지도사,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상담전문직 및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원, 교수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취업기관으로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기업체연수원, 공공도서관 등), 지자체 평생교육담당부서, 청소년기관 및 

상담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실 등), 일반 기업 등이 있다.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는 매년 사회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세미나와 현장체험, 인턴십(현장실습)을 통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체계적 진로개발과 산학연계 및 취업특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학과 내 취업동아리 운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의 졸업생들은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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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Lifelong Education and Youth Counseling)

◎ 전공핵심

● 지역사회교육(401594)

Community Education

사회교육의 한 분야인 지역사회교육의 개념과 이념, 역사, 주요 사례, 실천원리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교육 실천가의 의식을 함양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ying the basic concepts, history, principles and significance of community education as a part of social education and 

developing the mind and practical ability of community educational practitioner for community build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 청소년문화론(401595)

Adolescent Culture

다른 인구집단과는 구분되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문화, 성문화, 사회집단, 생활시간, 

여가생활, 대중매체, 대중음악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Understanding on the basic concepts and some theories for exploring the youth living and cultures. Investigating of youth 

culture in school, community, cyber world, and home.

● 평생교육론(504091)

Life-Long Education

학교교육의 시대에서 평생교육의 시대, 평생학습의 시대로 전환되는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의 새로운 의미, 가치관, 평생교육제도와 

정책, 평생교육자의 역할, 평생학습의 방법 등에 대해 폭넓게 배운다.

Studying the new meaning, value, goal, system, and policy of education in the transmitting era from the traditional 

school-centered education society to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 상담이론(505438)

Counseling Theories

상담의 이론적 접근, 개념, 원리, 연구방법 등을 탐구하고, 실제 상담과정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상담기법을 익혀, 이를 상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basic counseling concepts and skills required in actual counseling situations. For this, it covers 

counseling methods and problems presented by various theories.

● 집단상담(506634)

Foundations of Group Counseling

집단의 특성과 집단 역동의 전개과정을 응용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상담의 기본 개념, 원리, 방법을 학습한다.

Study the group characteristics and group dynamics and learn fundamental principle, methodology of group counseling to 

solve issues and curiosities effectively.

● 성인학습및상담(507788)

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물론이고, 평생교육 전개 과정에서 적용되는 학습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론, 원리를 

이해하고 평생교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상담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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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ing, basic concepts, selected theories, principles of learning guidance 

and counselling. Improving and developing adult educator's practical skills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 전공심화

● 청소년심리및상담(400762)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들의 심리적 변화 및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기본개념과 이론을 탐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한다.

Understanding on the psychological concepts and some theories for analyzing of the mentality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Focusing on training and practicing the counseling principles and skills for solving the youth 

problems.

● 가족상담(500073)

Family Counseling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구조적 해체와 기능적 약화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가족상담과 

관련된 기초 개념, 원리, 이론, 기법 등을 탐구하여 이해함으로서 가족상담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Creating a healthy family system many dysfunctional families do not give rise to a child with an eating disorder.

● 심리검사(502392)

Psychological Testing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와 이들에 대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및 심리검사의 제작과 활용에 필요한 각종 검사이론, 제작기법, 사용방법, 해석방법을 배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addresses th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instruments used in the various educational settings. It 

discusses theories of measurement, and examines th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various psychological tests. In 

addition, this course inquires the practices of their administration and uses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s.

● 청소년복지(503770)

Youth Welfare

사회심리적, 심리역동적, 사회문화적 및 생태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살펴보며, 또한 성장에 지장이 있거나 비행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개입방법과 치료양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dynamics and principles of youth welfare with emphasis on causes and effects of adolescent 

problems. It focuses on the solutions to youth problems and environment.

● 청소년지도방법론(503775)

Methods of Youth Education & Development

효과적인 청소년교육과 개발의 전개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데 필요로 하는 관련된 기본 개념, 원리, 이론을 이해하고,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자질과 능력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Understanding on the basic concepts, the principles, and the related theories of effectively educating and developing for 

youth. Training and developing the practical competencies and skills as youth field specialist.

● 평생교육세미나(504092)

Seminar on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전문가로서의 폭넓고 체계적인 안목을 형성한다.

Developing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ind of lifelong education researcher through intensive investigating and 

discussion on the subjects relevant to lifelong education.

● 평생교육의국제적이해(5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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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의 역사와 실태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Learn history and present of lifelong education,  study comprehensive policy and system between  Korea and international 

countries and identify  the futur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Korea.

● 시민교육론(504863)

The Theories of Civic Education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 및 시민사회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와 평생교육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To study the meaning of citizen and civil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adult education theoretically, 

and the concrete ways of implementing civil education effectually.

● 기업교육론(505437)

Theories of Corporate Education

기업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내 수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분석, 프로그램 설계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Study diverse theories of corporate education and develop application ability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e-learning system for the solving the corporate issues and trends.

● 진로상담(506639)

Career Counseling

본 교과목은 다각도의 자기평가를 통해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목으로서, 

진로 상담의 이론 및 접근방법, 자기 평가를 위한 심리검사의 활용방법,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s to study foundations and status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t reviews advance topics and 

issu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such as Super, Holland, Gottfredson, Rose, Krumbolts. In addition program 

development for the career education is emphasized in practice.

● 청소년문제와보호(506752)

Youth Problem Behaviors and Protection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행동을 다학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기본 개념 및 이론을 이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청소년보호 정책을 소개하는 교과목이다.

Understanding on the basic concepts, some theories, principles for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adolescent delinquency 

in the perspectives of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to national youth protection policy.

● 청소년육성제도론(506753)

Youth Policy and Law

청소년단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알고 있어야 할 국가의 청소년 정책과 행정의 동향과 과제를 탐구하고 청소년 관련 법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시대적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Exploring the trends and tasks of national youth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investigating the related youth laws for youth 

leader to effectively managing the youth agency in the field.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506754)

You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및 접근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개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청소년 현장에서 프로그램개발 전문가로서 자질과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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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n the basic concepts, the some theories, and the approaches. Setting the model of developing youth 

program, training and learning the some techniques of program development. Introduction to the perspectives and the 

principles of the program evaluation.

● 청소년활동(506755)

Youth Activity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이론을 이해하고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자질과 능력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Understanding on the basic concepts, the principles, and the related theories of youth activities and group actions for the 

optimal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of youth. Training and developing the practical principles and skills as youth 

field specialist.

● 평생교육실천론(506798)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Field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 현장에 필요한 각종 실무능력을 직접 체험을 통해 실습하는데 있으며,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운영 및 평가, 학습자 상담 등의 활동을 배우는데 있다.

Focus on learn individual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practice diverse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program, policy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learner counseling at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learning city in 

lifelong  learning society.

● 교육조사방법론(507783)

Research Method in Lifelong Education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의 이론, 기술, 활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익히며, 스스로 연구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이다.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methods, mainly in the field of education. Ⅰt focuses on 

the logic of research, formulation of problems,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instruments.

● 상담실습(507787)

Counseling Practice

상담의 기본 기법을 익히고 동료 상담자와 비디오 매체를 통한 실습 후 상담의 현장에서 실제 내담자를 상담하는 기본자세와 

기술을 함양시킨다.

Development of basic counseling skills through practice of counseling in class with a video and further growth of 

counseling skills and the basic counseling stance in actual counseling situation.

● 평생교육경영론(507792)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al Organization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조직, 관리와 관련된 기초이론 및 실제를 탐구한다. 평생교육경영자의 역할과 자질, 평생교육기관의 인사, 

재무, 프로그램, 마케팅 관리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Covering the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y related to management activities of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It also 

includes the duties of managers, personnel problems,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and community, schedule 

making and internal financing accounting.

● 평생교육실습(507793)

Lifelong education practice

평생교육실습의 철학, 기본개념, 이론과 원리 등을 이해하고,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게 실습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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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focuses on the philosophy, the basic concepts, and the principles of lifelong education practice. It also 

provides the related some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lifelong education, and develop the practice plan and implement action 

plan.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507795)

Program Development in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이론 및 접근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전개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개발 전문가로서 자질과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Understanding on the basic concepts, the some theories, and the approaches. Setting the model of developing program in 

lifelong education, training and learning the some techniques of program development.

● 평생학습조직론(507798)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

평생학습조직의 중요성, 철학, 기본개념, 이론과 원리 등을 이해하고,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및 국제적 경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평생교육사로의 역할과 자질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back ground, the philosophy, the basic concepts, and the theories of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 It also provides the related informations and cases of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 in nation and worldwide, 

and develop the related  competencies as learning facilitator working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 학교평생교육론(508039)

Foundations School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 영역 중 학교를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 기본 개념, 주요 이론 및 원리 등을 이해하고, 각종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This course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backgrounds, philosophies, concepts, and theories of lifelong education in 

schools. It is designed to provide the related informations about school projects, and to develop lifelong educator's 

competencies in school areas.

● 평생교육사업기획론(산학연계학)(509332)

Project Planning for Lifelong Education(Field Study)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평생교육 사업의 기획은 매우 중요한 생존기술이다. 기획이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상과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보다 훌륭한 성과를 얻기 위한 지혜와 지적 생산의 종합 기술이다. 학생들은 산학연계를 통해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이론적 

동향과 실제적 기획의 이해와 유형, 주요 과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By using field study, studying the meaning and the theoretical currents of project planning for lifelong education and 

exercising its process and methods.

● 노인교육(509644)

Education for the Aged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교육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 및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탐색한다.

Introduce the diverse theory and practice, current and future policy of gerontological education to conduct education for old 

people based on physical, mental, emotional, social development.

● 사회교육의역사와철학(509756)

History and Philosophy of Social Education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교육 역사 속에 나타난 주요 사회교육자의 활동과 교육사상의 특징 및 사회교육 전개과정의 특질을 

살펴보고 현대의 사회교육 실천과 관련된 주요 철학적 시사점을 탐색한다.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for the approving of current social education through studying the ideas of great social 

educators and historical principles of adult education in Korea a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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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러닝의실제(산학연계학)(509855)

Action Learning Seminar(Field Study)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기업교육은 구성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업무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액션러닝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며, 조직구성원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적용하며 성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을 학습한다.

In knowledge-based society, corporate education needs several educational methodology for the improvement of 

employees’job competency and work performance. This course provides theory and practice of action learning and learns 

approach to solving real problems that involves taking action and reflecting upon the results, which helps improve the 

problem-solving process, as well as the solutions developed by the team.

● 이러닝교육론(509915)

E-Learnning Education

이러닝교육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통해 교육의 변화가  평생교육의 이념적 실천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며, 이를 

실제 교수-학습환경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Learn theory and practice, trends and issues of e-learnning education and have systematic knowledge and skill through 

application of theory in instruction-learning environment.

● 이상심리학(509916)

Abnormal Psychology

이상심리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간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병리학의 다양한 임상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특정 정신 장애 

(예컨대, 불안, 기분장애, 정신 장애 등)뿐만 아니라 장애 병을 유발하는 특정원인, 관련된 임상 특성, 성격적 특성, 진단기준 등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심리치료와 상담 개입방법을 검토한다.

Abnormal Psychology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various clinical presentations of psychopathology that may 

occur throughout human development. The cours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specific psychiatric disorders (e.g., anxiety, 

mood, psychotic disorders, etc.) as well as disorder specific etiological considerations, associated clinical features,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diagnostic criteria. Current empirically based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will also be 

reviewed.

● 청소년지도세미나(510005)

Seminar on Youth Education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 제반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실무적인 자질과 능력을 습득하는 교과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developing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bilities of youth education researchers through 

intensive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on the subjects relevant to youth education.

● 프로그램평가및요구조사(산학연계학)(510037)

Program evaluation and needs assessment(Field Study)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요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평가모델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과목이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ystematic and synthetic abilities on evaluating and assessing the needs for developing 

programs or curriculum in lifelong education field.

● 인적자원개발론(700104)

Human Resource Development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화사회에 인간자원개발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며, 최근의 경향과 실제 사례들을 탐구하고, 개인, 

일터,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간의 인간자원개발에 대해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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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theories and practic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and identify individual, 

workplace,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 평생교육방법론(700110)

Methods of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탐색한다.

Identify theory and practice of diverse educational methodology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share 

learner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lifelong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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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유아교육과(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는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다양한 인재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유아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다양한 인재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교사 양성의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실천지성 :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내적동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발성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험심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성을 갖도록 한다. 

· 공감인성 : 글로컬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방성 함께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감수성을 

함양한다. 건전한 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국가, 인류에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행복실용 : 따뜻한 심성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윤리성과 세상의 모든 다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적 감수성 및 

창의적 능력을 기른다.

■ 교육목표

미래와 세계를 향한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비전에 의거하여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명의 정원을 인가받아 신설되었다.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높아지는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인재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21세기 급변하는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체계적이며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역시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은 물론 일반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을 모두 갖춘 완성된 학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실습실, 교구교재 제작 및 분석실, 동작교육실, 음악 활동실, 

수업행동분석실 등 양질의 교육시설을 갖추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사립 교육기관과 보육 및 교육기관과의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유아교육 전문가의 산실로 발돋움 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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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유아교육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 전공핵심

● 유아교육개론(300176)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에 필수적인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이론과 교육과정의 기초 및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영유아교육프로그램의 종류 등 

다양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유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유아교육의 주요 과제들을 탐구한다.

A general and brief overview of major contents discussed under the rubric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 영유아발달(401570)

Child Development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발달과정과 기저를 설명하는 이론을 통해 아동발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The objection which explains a hazard advancement process and the basis which understand the advancement of the 

human being it leads and a wide gain and loss the width against a child development it helps.

● 유아교육과정(502761)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유아교육에 적용되는 현대 교육과정의 여러 경향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유치원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을 

교육현장의 관찰을 통해 검토․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 study of the general nature of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research on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 놀이지도(506417)

Pla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놀이에 대한 이론과 연구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수준에 적합한 놀이활동과 놀이환경을 탐구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놀이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지도방안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실제 능력을 함양한다.

A study of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young children's play with focus on the rol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or in 

facilitating and guiding children's play.

● 유아음악교육(506556)

Music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정서발달과 음악적 감각을 계발하고, 음악적 심미감을 함양하기 위해 반주법, 창작, 음악지도법 및 실기능력을 연마한다.

It will develop the emotional advancement and the music sense of the infant, music aesthetic appreciation it will wind and it 

cultivates the hazard accompaniment law which, a creation, the music map law and a practical technique ability it 

polishes.

● 아동관찰및행동연구(507799)

The Observation and Study of Children

유아교사, 부모, 유아, 유아교육환경 및 유아교육기관 평가에 관한 이론과 접근법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활용 가능한 평가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유아교육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관찰법의 실제를 익힘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A study of basic research methodologies which are widely utilized to the stud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hich 

include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Especially Observation method is dealt with the primary method to underst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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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화

● 유아동작교육(400008)

Child Movement Education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동작교육과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창의적인 율동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A study of theories, teaching strategie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for guiding basic, operational, and creative movement in 

facilities for young children.

● 아동미술(400986)

Art of Early Childhood

아동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아동의 미술활동을 바르게 지도하고, 아동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작능력을 육성한다.

A study of the general principles and the teacher's role in planning art experiences for young children with emphasis on 

appropriate teaching practices.

● 유아관찰및실습(산학연계학)(401254)

Observation and Practice of Young Children

유아의 행동관찰에 필요한 다양한 관찰기법의 유형에 따라 절차, 기록, 및 방법론적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유아의 행동을 진단, 

평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 study of basic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observation and practice which are widely utilized to the stud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보육실습(501496)

Practice in Child Education

보육시설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육현장에 직접 적용해 보는 기회를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기초 소양을 익힌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opportunities students with applying what they have learned skill and knowledge in 

classroom to the real edu-care setting.

● 부모교육론(501546)

Parent Education

유아교육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중요성, 부모의 역할, 부모 양육태도 등의 내용과 방법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A study of importance of parent educ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literatures and research.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504805)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세계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은 특정 교육프로그램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 study of basic principles underlying development and planning of curriculum through discussion, presentation, and 

observation of preschools.

● 정신건강론(505140)

Mental Health

현대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신건강에 대하여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죽음과 적응 등의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연구들을 

기초로 다양하게 사회에서 적용되어 온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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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orie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their mental health.

● 영유아교수방법론(506419)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Children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해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탐색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습득한다.

A study of teaching models for planning and designing study metho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s.

● 유아과학교육(506555)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며, 유아의 과학적 사고의 발달과 인지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여러 이론적 배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제적 지도방법을 익힌다.

A study of the nature, scope, and role of science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and learning of young children.

● 유아건강교육(506566)

Child Health Education

영ㆍ유아의 건전한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개념을 익혀, 성장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지도방법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A study of a general strategies and guidelines to enhance health, nutrition and safety for young children with both general 

and special needs.

●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506572)

Kindergarte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정책, 재정,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운영능력을 기르며 

또한 유아학급운영의 원리, 유아 전문가들을 임용, 복지 및 조직의 관계와 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교육기관 운영자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A study of general ideas of managing educational center which help students to acquire knowledge, skills, and dispositions 

necessary for successful  kindergarten administrator and manager.

● 아동안전관리(507109)

Child Health and Safety Education

일반 및 특수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기 어린이들의 건강, 영양, 안전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학습하고 이러한 

능력을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적용해본다.

A study of a general strategies and guidelines to enhance health, nutrition and safety for young children with both general 

and special needs.

● 언어지도(507611)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유아기의 지적발달의 기초가 되는 언어발달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방법과 태도를 익혀 바람직한 유아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Objection analysis of the language development where becomes the foundation of indication advancement of babyhood 

learns a map method and the attitude which are appropriate with character and the infant language program development - 

the ability which it applies the flag lun all

● 보육교사론(508250)

Teach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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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법규적인 권리, 교사의 직무, 교직관의 유형, 교사의 역할, 권리 등에 관한 이론을 통해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A study of  a variety of aspects in relation to early childhood teacher including teacher education systems.

● 아동수학지도(508253)

Mathematics of Early Childhood

유아 수개념 형성의 이론적인 원리를 토대로 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실제적인 교재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익힌다.

It will do the objection principal of infant possibility concept formation with base and the actual teaching material for an 

infant educational program it will ask and the chance it will be able to produce it provides the system map method which 

hits to an infant level it learns.

● 유아교사론(산학연계학)(508678)

Teach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교사의 법규적인 권리, 교사의 직무, 교직관의 유형, 교사의 역할, 권리 등에 관한 이론을 통해 바람직한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A study of  a variety of aspects in relation to early childhood teacher including teacher education systems.

● 가족관계론(509556)

Family Relations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족과 구성원들간의 관계, 특히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A study of understanding dynamics of family and family relationships from ecological perspective for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 development.

● 아동권리와복지(509849)

Child Rights and Welfare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권리 및 복지 관련법과 이론, 실제를 학습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In order to help the growth advancement which the child is healthy it will study the problems of children must solve 

socially, rights, law and facts

● 아동문학교육(509850)

Literature of Early Childhood

유아 문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문학작품을 살펴보고 유아문학지도 방안을 익힌다. 또한 구연동화, 

그림자극, 인형놀이, 기타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유아교육현장 적용 방안을 탐색한다.

A study of instruction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using this literature in the language arts program.

● 영유아사회정서지도(509873)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Eucation for Young Children

영유아의 정서발달과 사회성발달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 및 교육방안 탐구하며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childcare and education

● 특수아동이해(510031)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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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기본 개념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적 접근방법을 탐색한다.

Understanding about children's diversity, fundamental knowledges of special education and inclusive education, special 

needs of children, and teaching i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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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미디어·광고학부 (Division of Media & Advertising)

◎ 전공핵심

● 스피치PT및실습(401024)

Speech & Presentation

스피치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계획과 준비, 주의사항 및 시청각보조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Provides skills, planning and instructions for speeches and  presentations. Learn how to operate various presentation. 

Practice and role play to be an expert presenter.

● 디지털영상개론및실습(401170)

Introduction to Creative Digital Moving Image

디지털 동영상 제작 실습을 통하여 기본적인 디지털 컨텐츠의 이론적, 실무적 이해를 제공한다. 동영상/정지영상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폰 등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 기록 매체를 수단으로 활용한다.

This class guides students to explore architecture to digital moving images using multimedia technology such as handy 

cameras & mobile phones. Manipulation of images & sounds are essential.

● 광고학기초(401518)

Foundations of Advertising

광고의 개념과 정의, 광고의 기능 및 역할, 마케팅 전략, 매체 전략, 크리에이티브 전략,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광고 이론 

실무와 관련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

A curriculum of the Advertising theory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usiness practice such as an Advertising 

fundamental, definition, Advertising function as well as a role marketing strategy, creative strategy, founding and execution 

of survey planning,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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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광고홍보학(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Major)

광고홍보학과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창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정보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매체와 광고 산업 및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기획, PR, 마케팅, 카피라이팅, 세일즈 프로모션, 리서치, 스피치 및 프레젠테이션, 멀티미디어 

등에 관련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 교육목표

광고홍보학과는 1999년 언론광고학부 산하의 광고홍보전공으로 출범했다. 당시 언론광고학부는 각각 한 학년당 50명 모집정원의 

광고홍보전공과 신문방송전공으로 구성돼 있었다. 2006년 학부제가 해소되면서 광고홍보전공은 광고홍보학과로 독립하였고, 

2007년에는 한 학년당 모집정원이 55명으로 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고홍보학과는 200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총 12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광고홍보학과는 졸업후 1년 이내 취업률 60% 수준, 취업자 중 전공관련 취업률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는 등 취업률과 전공관련 취업률 양면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산출해 왔다. 광고홍보학과는 산학 

협동교육, 실무중심 프로젝트 교육, 기업체 인턴십, 각종 취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광고홍보 산업이 요구하는 실전적인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역점을 둬왔으며, 그 결과는 각종 공모전에서의 우수한 성적, 높은 취업률, 그리고 광고·PR·마케팅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두드러진 활약과 성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고홍보학과는 광고·PR·마케팅 각 분야의 뛰어난 

전임교수진이 포진해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학교의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광고 및 홍보, 

뉴미디어 광고제작을 위한 실습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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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광고홍보학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Major)

◎ 전공핵심

● 홍보학개론(400602)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s

현대사회에서 홍보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홍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동시에 현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숙지 할 사항들을 연구하고 홍보활동의 기초이론과 사례들을 다룬다.

Introduction to general Public Relation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lations' role and function to modern 

society. Researching and managing of Public Relation activities' basic theory and examples of familiar facts to modern 

communication field simultaneously.

● PR기획및실습(401502)

PR Planning Theory & Practice

본 과정은 홍보학 개론을 토대로 PR에 관한 이론과 전략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정보화, 국제화, 다양화에 

대비한 SNS 환경에서의 PR, 다국적 PR 및 다 문화간 PR에 집중한다. 본 과정은 글로벌PR로 확장, 실질적인 PR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

Based on the PR Principle class,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PR both in theory and practice. Due to the fast information, 

globaization and diversified market environment, more focused on the SNSPR, Global PR and Multi-Cultural PR, Students 

who wants to be the PR specialist are required to follow the Global PR as the next step.

● 광고기획론(500509)

Advertising Planning

광고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개념 및 이론들을 고찰한다. 예를 들면, 시장분석, 타깃마켓, 포지셔닝, 마케팅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크리에이티브 전략, 매체 전략 등을 말한다.

Consideration of series of general idea and theory for Advertising Straetgy. For example, These are market analysis, target 

market, positioning, marketing strategy, communication strategy, creative strategy, medium strategy, and etc.

◎ 전공심화

● 광고효과측정및실습(401021)

Survey for Ad. Effectiveness and Practice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적인 개념 및 이론, 설문지 작성법,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초적인 계량적 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학습한다.

Studying basic fundamental and theory of Survey for Advertising Effectiveness, questionnaire preparation method, basic 

weighing data analyzing method by using SPSS program.

● 사보기획취재및실습(401023)

Practice of House Organ

사보의 기능과 역할, 현재 트렌드와 여건을 이해하고, 기획 ․ 취재 ․ 기사작성 ․ 편집 ․ 제작 ․ 배포 ․ 사후 관리의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그 수행능력을 함양한다.

Learn how to develop the house organ and use for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urpose. Study to link internet with 

off-line media for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 글로벌광고이론및실습(401443)

Global Advertising Theory &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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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환경이 점차 글로벌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광고 예산이나 매체 집행 또한 점차 내수에서 국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광고는 시장과 매체 그리고 메시지의 국제화에 따른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광고를 실행하는지 사례와 견학 및 초청 강연 등을 통하여 학습한다.

Advertising environment becomes more global than ever before, and it would be more serious continuously. This class 

study Global Advertising not only based on the triple theoretical circle of Market, Media and Message but also through the 

practical programs including case study, out-going study and inviting lecture listening, etc.

● 영상제작의이해및실습(401444)

understanding video production and practice

영상미학, 영상구성, 서사구조 등을 이해하고, 영상기획 및 제작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나아가 동영상 제작 실습을 통해 

영상제작 실무의 기초를 다진다.

Introduces visual aesthetics, image constitution, narrative structure, planning & making visual image. And Practices 

production of digital moving images.

● 광고문화론(500520)

Advertising Culture

세계화, 정보화 관점에서 다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컨텍스트로서의 광고를 학습한다. 광고가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화론적 관점에서 분석, 고찰한다.

Approach advertising from the culture perspective for the preparation of coming multi ethnic global advertising environment. 

Review advertisements from this cultural ethnic view.

● 광고심리학(500523)

Psychology of Advertising

소비자의 구매동기, 정보처리 과정, 소비행위 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형태주의적 접근방법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A review of basic findings of the behavioral sciences dealing with perception, personality, group behavior, psychological 

appeal and their application to advertising as persuasive communication.

● 광고크리에이티브(504963)

Advertising Creative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광고사례 중에서 창의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크리에이티브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토론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광고창작의 세계를 체험적으로 익힌다.

Understand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Creative through analysing advertisements factors and discussion and 

presentation.

● 광고사회학(505418)

Advertising in Society

광고의 거시적 이슈들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광고가 사회의 법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들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광고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이슈들도 고찰한다.

A study of the social, legal and ethical issues in advertising. Implication of transition from the entrepreneurship to 

citizenship from the social perspective of advertising.

● 매체계획론(505448)

Media Planning

매체관리의 기본개요, 매체 계획이 구성, 매체분석기법, 매체예산 편성기법 및 배분기법 등을 학습한다.

Offers Media characteristics and media-market measurements: development of media plans. Understanding the new trend 

about media rep and media buying service. Learn more about multi and new media with its environmental change.

2017.02.21 15:18:592 / 5[Uca0402r]



● IMC론(506826)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이들의 세분화 및 통합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정보사회의 시장 

및 매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광고전략의 모색을 위한 교과과정이다.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 integration various marketing disciplines from the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perspective. Develop brand new advertising campaign strategy covering cross functional area of on-line 

and off-line media territory.

● 인터넷광고론(508047)

Internet Advertising

현대 사회의 중심적 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의 개념, 유형, 

특징, 전통적 매체 광고와의 차별점 등에 대해 살펴본다.

The internet is the focal point of this course. This course examin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a. In 

addition, it is designed to spur an interest in internet advertising.

● BTL광고론(508051)

BTL Advertising

고객과의 상호작용, 고객과의 감성연결 제고 등의 관점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한 툴로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BTL 

마케팅, BTL 광고 기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examines the core concept, relevant examples, an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BTL(below-the-line) 

marketing or BTL advertising techniques.

● 광고법제와윤리세미나(508265)

Advertising Law and Ethics

광고법제 및 윤리적 이슈들 중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특정 주제를 담당교수가 선정하여 한 학기동안 심도 있게 고찰한다.

Select more deepening topic about advertising law and ethics  and have more specific implication and discussion about 

selected topica in-between the speaker and students.

● 광고이슈(508266)

Issues in Advertising

광고와 관련된 개념적인 이슈들 중에서 현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특정주제를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선정하여 한 학기동안 심도 

있게 고찰한다.

The instructor and students pick a specific issue among the general issues of 'Issues in Advertising that stands out at 

present time then study this issue in depth during a semester.

● 글로벌PR론(508268)

International PR

글로벌 시대의 지역 간,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토대로 다양한 공중과 이해집단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매체 특성 등을 이해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제 홍보 기획 및 전략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Study international PR planing and strategy development based on the cultural and ethnical understanding about different 

regions and nations with some analytical case studies.

● 뉴미디어광고세미나(508269)

Seminar in New Media Advertising

사회, 문화, 경제 체제 등 광고를 둘러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뉴미디어 광고, 마케팅 관련 주요 쟁점 및 개념, 사례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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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ssues, concepts, and examples in the effects of new media advertising and marketing on society, culture, and the 

economy system are examined.

● 디지털미디어광고론(508270)

Digital Media Advertising

디지털 환경의 대표적 뉴미디어 및 광고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고 전통적 매체 및 광고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특징 및 대표적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creates a bridge between traditional and interactive media/advertis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channels an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s within a digital environment are 

examined.

● 소셜미디어론(508272)

Social Media

현대의 기업 비즈니스에 있어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과목에서는 설득 및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등장의 의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소셜 미디어의 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ocial Media is a crucial tool for success in business today.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relevant students a better 

understanding of social media within the context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strategy.

● 마케팅커뮤니케이션경영론(508569)

Marketing Communication Management

졸업 후 전공 관련 취업 및 창업에 대비 광고, 홍보, 판촉 등 관련 대행사의 구조,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이해 및 현장 견학을 통한 

이론 및 실습 수업

understanding the various marketing communication organization's system, work procedure, compensation programs and 

others. This is theory based and practical curriculum for senior students.

● 브랜드관리론(산학연계학)(508598)

Brand Management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점차 글로벌, 아이콘화 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브랜드의 개념, 관리 및 가치 증식에 관해 

연구한다. 브랜드 자산 가치의 평가 방법 및 향후 시티즌십 측면에서의 기업이 갖는 브랜드의 사명에 대해 이해한다.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role of brand management from the global marketing communication and digitalized 

information environment. Also learn how to measure brand equity, manage brand loyalty strategically.

● 광고캠페인세미나(509128)

Advertising Campaigns Seminar

국내외의 다양한 광고캠페인 사례를 통하여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요건을 이해하고 캠페인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익힌다. 이를 위하여 수강생들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행한다.

This course trains strategical mind which is necessary for advertising planning and creative analysing success and failure 

factors through review of numerous Advertising campaigns. For that purpose students will learn and exercise various 

systemic analysis methods.

● 광고와스토리(509610)

Advertising and Story

광고와 예술, 문학, 라이프스타일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꺼리를 수집,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광고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storytelling advertisements through collecting and 

analysing story sources in advertising, arts, literatures, lifestyles.

● 광고전략및실습(5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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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Strategy and Practice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광고과제를 부여받아 팀별로 시장조사부터 커뮤니케이션 컨셉 도출까지의 일련의 기획 

과정을 학습한다.

With base of acquired knowledge, granted real Advertising project then study the series of Advertising planning course from 

market research to communication concept bringing by teams.

● 광고콘텐츠제작및실습(509612)

Creation and Practice or Advertisement  Contents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기초 위에서 개인별, 그룹별로 신문, 잡지, 포스터, DM ,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의 광고콘텐츠를 제작하고 

클리닉을 통해 구체적인 광고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utilizing students' basic creative strategies, aims at improving students' ability for specific, applicable 

advertisement expression by practicing the creation of advertisement on various media.  The practice will be performed on 

the individual or group basis and will get through the clinical treatment.

● 카피라이팅이론및실습(510011)

Copywriting Theories and Practice

광고 메시지의 핵심요소인 카피의 특성과 구조, 발상법과 컨셉(concept) 수립 과정을 이해하고 각 매체별 광고카피의 실전연습을 

통해 광고제작 실무에 필요한 문안작성과 캠페인 전개능력을 배양한다.

Enlarges ability for copy writing and campaign developing through comprehension and exercise of copy concept process.

● 현장탐사및직무실습(산학연계학)(510062)

Field inquiry of company & job training

수업의 전체적인 목표는 광고 홍보에 대해서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현장(광고회사, 미디어 회사, 제작사 등) 

실습을 하면서 전문가로부터 실무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 수업이 끝날 때에는 광고 홍보 영역의 흐름을 파악하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The overall goal of this course is to deepen and broaden your understanding of advertising and publicity by visiting in a 

work field(advertising company, media company, production company, etc.), which will allow you to complete projects 

related to your career goals under the supervision of an experienced worker in the field. By the end of the class, you 

should be aware of trends in the field, the skills necessary to be employable after graduation and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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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신문방송학(Mass Communication Major)

신문방송학과는 고도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사고와 기술적 능력을 겸비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 나아가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언론인 및 방송, 영상, 언론 및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문과 방송 및 영화영상, 인터넷, 정보통신 기반의 미디어에 관한 이론적인 교육은 물론 각종 매체 활용과 

제작실습 등 실용적인 지식과 능력까지 체계적으로 함양시켜 미디어 실무 현장에 그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교육목표

1998년 10월 산학협력관내에 약 20억의 비용이 소모된 텔레비젼 스튜디오가 완공되었으며, 동년 동월에 부산문화방송과 함께 

방송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첫 수강생을 모집했다. 산업 연관성이 높은 신문방송학전공은 이론을 통하여 현장을 이해하고 동시에 

현장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이론을 구체화해야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신문방송학전공은 1996년 전자 출판 시스템을 갖춘 신문 

제작 실습실, 사진학과 실습실에 못지않은 사진 제작실(암실), 아날로그 영상편집은 물론 Non-Linear 방식의 디지털 컴퓨터 영상 

편집 실습이 가능한 영상 제작실을 완비하여 이론과 실습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도에는 방송위원회의 대학방송실습기자재 지원대상 학과로 선정되어 여러 종류의 새로운 디지털방송장비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러 실습공간을 개선하여 신문방송학과의 실습환경을 더욱 첨단화 및 최신화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96학년도 

2학기 <신문편집제작론>과 <출판잡지론> 과목의 실습 제작물로 고교생을 위한 문화 정보지 <시대유감> 및 신문방송학과 전문 

학술지인 을 창간하여 매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학기에는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영상, 광고, 연극, 사진 등의 제작 및 

실습작품도 전시하거나 상연 또는 공연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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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신문방송학 (Mass Communication Major)

◎ 전공핵심

● 저널리즘이해(401589)

Understanding Journalism

온,오프라인 신문에 대한 기본이론과 신문제도, 경영, 기능 및 특징을 강의하고, 타 매체 및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언론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을 함양하도록 한다.

Examines themes, topics or issues involving practices and theories of press journalism. Emphasis on political effects, 

operations, systems and the history of the press.

● 휴먼커뮤니케이션(401614)

Human Communication

인간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다문화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인간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Contains theories of process and functions of human communication, principles underlying communication behavior and 

practices in analyzing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in speaking and writing.

● 미디어이용과영향(505171)

Uses and Effects of Media

미디어 수용자에서 이용자로의 변화와 미디어자체 속성의 변화에 근거하여 미디어 이용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특성과 

미디어 유형과 메시지 특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위 및 효과에 관한 체계적, 이론적 분석을 한다.

Examines concepts, models and theories of media uses and effects. It also covers characteristics of media users and 

media effects.

◎ 전공심화

● 디지털미디어와영어(401016)

English for Digital Media

매스커뮤니케이션 학문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이론들과 미디어 제작 실무에 관련된 영어 용어와 표현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미디어 현상에 대한 영문 기사나 논문 강독을 통해 전체적인 영어실력 향상에도 목적을 둔다.

‘English for Digital Media’ gives student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various English terminologies, words, and 

expressions about communication theories and media practices. It also helps students enhance their English-using 

proficiency through reading articles on digital media phenomena.

● 미디어교육(501337)

Media Education

현대사회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기초로 창조적이며 대안적인 미디어행위를 다루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소개와 전망을 

제공한다.

Introduces and give premises of the media education sector that provides critical understandings of modern mass media 

and ways of more creative and alternative media behaviors of audiences.

● 미디어와젠더(501340)

Media Research Methodology

대중매체 속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재현되는 방식, 이데올로기, 사회, 문화적 기능 그리고 개선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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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 the representation of men and women in mass media with the emphasis on sexual discrimination, ideologies, 

socio-cultural effects, and problem-solving.

● 영상론(502572)

Visual Communication Studies

영상구성의 요소, 서사구조, 영화발달사 등을 소개함으로써 영상기획 및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영상비평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Contain a broad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history, practices and problems of visual communication and film contents. It 

also covers criticism on video contents.

● 영상세미나(502579)

Seminars in Visual Communication

영화, 비디오, 방송의 다양한 영상내용물을 주제나 장르별로 감상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이론적 다양성을 학습한다. 

토론 및 특강이 중심이 된다.

Develop abilities to appreciate, theoretically recognize, and criticize video contents with diverse types or genres via 

specialized lectures and discussions.

● 정치커뮤니케이션(503499)

Poltical Communication

여론의 개념, 형성 모델, 여론과 매스미디어, 정치선전, 상징 조작의 효과 및 이론을 소개한다. 또, 정치 현상과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토의한다.

Introduc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opinion, relations between public opinion and mass media, propagada, and the 

theories and effects of symbolic manipulations. Also it provides student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phenomena and mass media.

● 문화기획과비평(505159)

Culture Planning and Criticism

문화기획과 비평은 문화의 예술, 사회,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화현상을 비평하는 안목을 기르고 더 

나아가 단순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인 문화기획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Culture Planning and Criticism aims to provide critical insights to current cultural phenomena as well as to enable students 

to become creative and professional culture planners who move beyond simple media production.

● 미디어문화(505169)

Media and Culture

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디어 특히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 속에서 문화의 역할과 영향 등을 알아보며 또한 우리의 문화 

전 영역에 있어 미디어의 존재 등을 확인함으로서 대중 매체와 문화 간의 관계를 연구 조사한다.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mass media by exploring the role and functions of culture, mass culture, 

and media culture.

● 텔레커뮤니케이션(506222)

Telecommunication

뉴미디어 및 멀티미디어의 속성과 사회적, 경제적 함의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고찰하여 새로운 영상, 정보통신 미디어의 기술, 

산업현황, 이용 관련 지식을 배양하여,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와 사회변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Is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about characteristics of new telecommunication media and multimedia and their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It cultivates knowledges of new visual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dustrial traits, usage 

patterns, and changes in digital communication pattern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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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의이해(506685)

Understanding Media Law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 제도 및 사회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언론에 관한 법률제도와 언론윤리 및 이에 

따른 문제를 사례별로 다룬다.

Introduces legal aspects of news gathering and dissemination, principles of press freedom, libel, invasion of privacy, prior 

restraint, access to information, and content regulations.

● 다큐멘터리론(506839)

New Understanding of Documentary

소형 디지털 카메라와 비선형 편집장비인 Premiere와 AVID DV를 이용하여 10분 내외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개인각자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한 다큐멘터리 기획과 제작을 실행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영상접근에 새로운 시각을 

개발한다.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10-minute long documentary production practices with the use of digital cameras, 

non-linear editing equipments, and AVID DVs. It develops various video production experiences.

● 글로벌커뮤니케이션(507512)

Global Communication

점차 증가하는 국경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미디어 

내용물의 국가 간 흐름 및 교역과 영향, 미디어 기업의 국제간 이합집산, 지배적/피지배적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The increasing borderless communication is mainly focused. Such phenomena as international flow, trade, and impact of 

communication, global merges of media corporations, and dominances in global communication are analyzed.

● 보도사진론및실습(508258)

Photography Practices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교육하며 이를 바탕으로 촬영, 현상, 프린트 등의 실습과정을 제공한다. 순수예술 및 뉴스, 

정보전달매체로서, 그리고 동영상 연구와 실습을 위한 선험적인 과정으로서 사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킨다.

Contains photo theory, content, history and ethics. Using cameras and darkroom facilities, it cultivates photographic 

reporting and editing techniques.

● 영상편집및실습(508260)

Video/Audio Editing

영상편집에 관한 여러 제작이론을 먼저 숙지하고 이를 경험해 본다. 아날로그 일대일 편집 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편집장비인 AVID나 Premiere을 익힌다. 향후 질 높은 작품 제작을 위해 다양한 편집기법들을 자신의 실무능력으로 갖출 수 있게 

한다.

'Visual Editing' introduces theories of visual editing and allows students to get the ability to use digital editing tools such as 

AVID and Premiere for the high quality works.

● 영상프로듀싱및실습(508261)

Producing & Video Production

영상작품의 기획과 실제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작품을 제작해 본다. 기획, 촬영, 편집, 후반작업에 이르는 

작품제작의 전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능력들을 숙달시켜 장래 미디어 제작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Production of Visual works' gives the understanding of visual production theories and Students produce their own works. 

Also, This class allows students to take various abilities to make a good works including setting a plan, developing ideas, 

shooting, editing, and post production as the next generation of media professionalists.

● 미디어산업연구(산학연계학)(508581)

Studies in Media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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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산업에 대한 매체 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정보 통신 산업은 물론 CATV, 위성방송, 음반, 애니메이션 산업 등 

영상매체 전반에 관한 산업진단과 산업운영에 있어 컨텐트(content)의 전략을 연구 조사한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Are a broad introduction to the media industries an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those industries to their wid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 미디어예술론(508790)

media arts & practice

사진,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 웹기반의 인터렉티브 아트를 포함한 미디어 예술이 제시하는 시각이론을 탐구한다. 학생은 각자가 

선호하는 예술분야의 사례를 연구/조사하고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한다.

This class surveys visual theory of media such as photography, video art, site-specific installation, and interactive art 

based on web.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present their research and should practice several forms of media art preferred.

● 스마트미디어론(508791)

Smart Media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스마트미디어의 대중화에 따른 사회 각 부문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유발되는 경향들을 스마트미디어 자체에 대한 설명과 분석과 더불어 타 미디어와의 관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영향, 그리고 경제적, 산업적 함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스마트미디어와 미디어의 스마트화에 대한 

이해수준과 실제 활용능력을 함양한다.

The rapid and wide diffusion of smart media as a representative trend of digital multimedia age is changing a various 

aspects of our society.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advanced level of lectures and discussion 

opportunities about general knowledge of the smart media,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media, their impacts on individuals, 

society, and culture, and economic, industrial implications intending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ability on smart media.

● 미디어비평(509120)

Media Criticism

본 교과목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현대 미디어의 메시지, 나아가 현대사회의 미디어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The course studies various theories of media criticism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gain ability to effectively criticize 

media contents and way of media production.

● 라디오기획제작및실습(509123)

Radio and Audio Production

라디오방송을 위한 기획, 제작, 편성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방송진행자로서의 자질 중의 하나인 음성정보의 효과적 

전달과 제작을 위한 기법들을 실습한다.

This class designed for providing theories and practices of radio and audio broadcasting planning, production, and 

programming by training students to have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audio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ques.

● 미디어엔터테인먼트(509124)

Media and Entertainment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함께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또한 변화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디어오락의 의미에 

대하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한다.

Technology is transforming the media sector, promising a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media, and 

developing new types of communication services. These changes raise significant issues about social functions of the 

media. The course examines studies of media entertainment and its effects on society, politics, culture and economics.

● 방송특강(5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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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al Seminar in Broadcasting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이슈, 특별주제에 대한 특강, 발표, 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이전에 학습했던 미디어 관련 이론과 

분석틀을 실제사례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The course selects themes concerning issues and various topics about mass media,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special lecture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 여론리서치및실습(509126)

Opinion Research Methods and Practices

사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리서치 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리서치 수행에 

필요한 기법들을 습득한다. 사회 이슈, 미디어, 여론, 미디어 효과 등에 관련된 서베이, 실험, 내용분석 등의 리서치 작업을 

실습하고 전문성을 배양하여,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취득, 리서치 업종의 취업, 언론․광고업계․공공기관 등의 여론조사 및 

미디어전략 실무, 그리고 학위논문과 학위취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교과목이다.

A comprehensive social scientific methodology course that provides prospective students with understanding of purposive 

social and media research methods such as hypothesis testing, survey, experiment, content analysis, and with practical 

ability to perform actual research on public opinion, communication, and media effects as an expertise in advertising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and public or governmental institutions.

● 온라인콘텐츠이론및실습(509127)

Online Contents Production

컴퓨터 기반의 정보전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로 제작하는 과정을 훈련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봄으로써 웹에서 두루 사용되는 저작물의 제작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lass is designed for providing theories and practices of digital media and online contents production by training 

students to use various digital tools which are needed when people make their own works on the web.

● 글로벌미디어와로컬문화(509623)

Global media and local culture

글로벌 시대를 맞아 타문화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식을 고양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문화적 현상들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cultural sensitivity and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when engaging 

with the natives of diverse global cultures. Media representations of diverse cultural practices will be closely examined and 

studied.

● 기사작성이론및실습(509634)

Journalistic Reporting & Writing

기사의 취재 방법, 기사의 작성 요령 및 보도 기술 등 취재에서 보도까지 전 과정 실제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취재 및 

보도의 기술을 터득하도록 한다.

Includes comprehensive theories and techniques for gathering, writing, producing, editing news stories and features.

● 아나운싱및실습(509848)

Announcing

본 교과목은 공적 상황에서의 메시지 전달방법, 자기표현방식, 발음, 억양,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의 정확성과 숙련성을 함양하여 

리포터, 아나운서, 기자 등과 같은 미디어전문가로서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This class cultivates abilities of effective and correct message design, speech, expression,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in 

the public communication environments as well as purposive presentation techniques in order to enhance the aptitude for 

reporters, announcers, journalists and media professionals.

● 현대사회와언론(510059)

Journalism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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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제별로 신문, 방송, 잡지 등 매스미디어의 보도정책 및 구체적인 보도, 기사,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Studies various theories of media criticism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gain ability to effectively criticize media contents 

and way of media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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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법·경찰행정학부 (Division of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 전공핵심

● 경찰학개론(400037)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경찰행정의 본질, 경찰행정학의 발전과정, 각국의 경찰조직, 경찰인사행정, 경찰조직관리, 경찰재무관리 등 경찰행정학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경찰행정학을 소개한다.

Introduction to the functions of law enforcement and the role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Study of the police from 

several perspectives; historical, sociological, psychological, organizational and political.

● 민법총칙(400225)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사법의 일반이론, 권리의 주체와 객체 등을 연구하여 사법에 관한 기초 원리를 이해시키고 사법적 사고를 함양시킨다. 아울러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 및 판례를 연구하여 해석법학의 기초를 다진다.

Basic rules of civil law, including the meaning of rights, the subject of right and duties(natural persons and juridical 

persons), the object and change of rights.

● 헌법(400585)

Constitutional Law

이 과목은 헌법학의 기초를 위해 관련 이론들을 공부하고, 근대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을 중심으로 개별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후 우리나라 국회, 정부, 법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It will deal with basic theories relating on the Constitution, and the students will study constitutional rights under Korean 

Constitution based on understanding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s one of the primary principles of modern 

constitution. And also, the students will study authority of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Courts in South Korea based on 

understanding of separation of powers, and representative system. In doing so, students could understand government 

structure and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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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법학(Law Major)

법학과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동의대학교의 건학 정신인 동의지천과 교시인 진리·정의·창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사회적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법학을 연구·교육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창조적 정신을 가진 민주시민과 법적 소양 및 인격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 교육목표

법학과는 1981년 정원 52명으로 출발하였으며,

1984년에는 정원 39명 규모의 야간강좌를 개설하였다.

1988년 졸업정원제의 폐지로 주간강좌 정원은 40명으로 야간강좌 정원은 30명으로 감축되었다.

2001년부터 학부제 실시로 법학 40명, 경찰학 40명으로 총 80명을 법학부로 모집하였고,

2002년에는 법학 40명, 경찰학 50명 총 90명을 법·경찰학부 학부제로 모집을 하였다.

2003년에는 법학 50명, 경찰학 50명 총 100명을 법·경찰학부 학부제로 모집을 하였고,

2004년에는 법학 60명, 경찰학 60명 총 120명을 법·경찰학부 학부제로 모집하였으며,

2005년부터 법학 60명, 경찰행정학 75명 총 135명을 법·경찰행정학부 학부제로 모집하고, 야간학과는 폐지하였다.

2010년에는 전공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제를 폐지하고 법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17년부터는 다시 학부제 실시로 법학 40명, 경찰학 50명으로 총 90명을 법·경찰행정학부 학부제로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하고 있는바 1986년 제1회“강제추행”을 시작으로 2009년 제 24회“강호순 연쇄살인사건”에 

이르기 까지 해마다 사회적 반향이 컸던 사건을 취급함으로써, 교내 및 지역사회에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형사모의재판은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배운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이해함으로서, 법이론의 심화는 물론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법조계, 검·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언론계, 금융계, 공사기업체로 진출하기도 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와 다수의 공무원을 배출하였고, 2013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추가 배출하였고,

2016년 로스쿨출신 변호사를 배출하고, 법원직 공무원 등의 시험 합격과 손해사정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재학생이 

늘고 있다.

2017년 현재에도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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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법학 (Law Major)

◎ 전공핵심

● 국제법(500644)

International Law

국제법전 부분에 적용되는 기초이론과 판례 등을 연구하고 국제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Covers topics such as the fundamental theori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tatutory international law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cognition of government; conflicting interests in world peace;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countries; UN conventions and treaties.

● 물권법(501297)

Law of Real Right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민법상 및 특별법상, 관습법상의 제 물권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Aims to study the meaning, nature, contents, effects and transaction of real right focusing on ownership right.

● 회사법(504672)

Company Law

상법을 기업법으로 이해하는 한 상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회사의 종류, 조직, 설립, 해산에 관한 내외의 이론, 

입법례 및 판례를 고찰한다.

Presents 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rporations. Covers commercial juridical persons, stock trading 

and transactions of corporate control in the Commercial Code.

◎ 전공심화

● 경제법(500265)

Economic Law

국가의 경제 규제 및 진흥을 위한 각종 경제조직법, 경제활동법, 대외경제법 및 국제경제법에 관한 해석과 이론을 개관하고 

독점규제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Examines the ideology and object of economic law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und capitalistic society. Deals with 

government economic regulations, including antitrust acts and consumer protection.

● 국제거래법(500625)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 등의 실체법분야의 사법적 측면과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분야에 관하여 강의한다.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of multi-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business standards in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in countrie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exchange control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담보물권법(500867)

Law of Security on Realty

담보물권법의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특히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법률문제에 관한 판례 및 입법례를 분석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Studies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curity, focusing on mortgages, pledges and 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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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습(501387)

Seminar on Civil Law

민법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습과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알아봄으로써 민법에 관한 산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and cases relating to civil law, for the promotion of applicability of legal knowledge on the civil 

law.

● 민사소송법(501390)

Law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은 사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관한 법칙으로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등을 

연구․검토한다.

Deals with the gen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jurisdiction, parties, litigation proceedings, evidence, institution of suit, 

settlement procedures, appeal and final appeal.

● 법경제학(501462)

Law and Economics

이 강좌는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의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how the law should be enacted or be interpreted for economic efficiency and equity.

● 법철학(501467)

Legal Philosophy

법의 본질, 법의 효력 근거 등에 관한 문제들을 기초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이후에 법 인연과 법 현실이 일치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Examines the fundamental issues of the law and legal study and seeks to illuminate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which 

has been taken for granted as necessary and essential preconditions to conventional legal studies. Issues examined by 

legal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essentially revolve around questions of justice, whether it be in a general or a specific 

problem-solving sense.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of the meaning and standard of justice may be said to be the 

fundamental topic of legal study.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thoughts of various legal philosophers regarding justice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think independently and to offer opinions.

● 보험해상법(501502)

Insurance and Maritime Law

복잡 다양해진 경제 생활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보험 계약법과 그 중요성이 점증해 가고 있는 해상 기업 조직과 활동의 

규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mines the unique aspects of insurance and maritime operations among many commercial activities.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insurance contracts and maritime activities as a contract of carriage, financing in the Commercial Code.

● 어음수표법(502482)

Negotiable Instruments Law

상거래의 수단인 어음, 수표에 대한 법률적 면에서의 원리를 파악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와 그에 대한 조절을 규명하는데 

강의의 초점을 둔다.

Aim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circulation of exchange bills including promissory notes and checks. Deals with the 

systems for reinforcing the negotiability of negotiable instruments and the protection of holders in the Bill of Exchange Code 

and Chequ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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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502563)

Anglo-American Law

영미법 체계의 본질적 성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륙법 체계에 대한 차이점 내지 특색을 이해하게 한다.

Studies the legal character of Anglo-American law. Studies the basic principles and structure.

● 지적재산권법(503699)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추세에 맞추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법이론과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및 절차를 연구한다.

Deal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designs, trademarks, copyrights, computer programs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

● 채권각론(503736)

Special Parts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 발생 원인으로서의 각종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의 성질, 요건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검토한다.

Deals with various causes of obligatory relations, especially varietes Negotiator, unjust enrichment and torts in a 

systematic and logical context of theories of obligation, Emphasis on such topics as law of contract and torts.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law of obligation and its theoretical analyses, theory, judicial cases and legislative trends at 

home and abroad are explored.

● 채권총론(503739)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의 본질,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주체변경 및 채권의 소멸 채권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이해시킨다.

Pursues a systematic survey of law of obligation, its developmental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functions, including 

theories, judicial cases and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Explores the nature of obligation, purpose and validity of 

obligations, transfer of obligations, assumption of obligations and extinctions of obligations.

● 친족상속법(503843)

Family and Succession Law

인류 내지 인간의 가족법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친족, 집안, 호주, 가족, 혼인, 친권 등의 친족법 체계와 호주 상속, 재산 상속 

등의 상속법 체계를 고찰한다.

Surveys legal aspects between relatives and their effects on marriage, divorce, parent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house 

and householder. Property inheritance and wills.

● 행정법각론(504418)

Speci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제 원리를 각각의 행정 법규들에서 어떻게 작용,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고찰 이해시킨다.

Explores how administrative laws function in regulating the organizations of the state; focusing on police law, delivery 

administrative law, finance law and military administrative law. Prior to taking this course it is desirable to complete 

Administrative law Ⅰ.

● 행정법총론(504420)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기본원리 및 특수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제 법규들의 내용과 의의를 이론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합․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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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with administrative law with special emphasis on both theory and practice. A basic exploration of law as it affects 

regulatory bodies ranging from welfare and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 형법Ⅰ(504527)

Criminal Law Ⅰ

형법의 기초이론과 범죄론 및 형벌론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Studies the general theory on the fundamental problems of crime with regard to the Korean Penal Code.

● 형법Ⅱ(504528)

Criminal Law Ⅱ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 범죄의 상호 연관성을 밝혀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Surveys various offences and their legal consequences provided for in the Korean Penal Code and other statutes.

● 노동관계법(505113)

Labor Relation Law

노동 입법의 발달과정과 그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노동 입법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현행의 각종 

노동관계법을 다룬다.

Deals with the concept, formation, legal status and source of labor law including labor policies, labor disputes and labor 

unions.

● 상법총칙(505142)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의 기본원리를 개관하고 동시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상법의 특성을 비교․검토하여 상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식하게 

한다.

Surveys the basic principles and regulations of general commercial law: The concept of merchant, transfer of business, 

commercial agents, commercial register in the Commercial Code.

● 형사법연습(505206)

Seminar on Criminal Law

형사법 분야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결을 공부함으로써 형사법규의 실제적 적용능력은 물론 법해석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한다.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and cases relating to criminal law, for the promotion of applicability of legal knowledge on the 

criminal law.

● 기업법연습(산학연계학)(508554)

Seminar on Company Law(Indusrial Related Course)

기업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업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기업관련 분쟁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강좌는 창업, 기업 자금조달 부분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의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and relating to commer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applicability of legal knowledge on the 

commercial law.

● 공법사례연습(509597)

Seminar o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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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이론 내지 공법해석론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공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강의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공법 관련 사례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공법문제를 

추출해 내어 해결하는 것을 주된 강의내용으로 한다.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and cases relating to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for the promotion of 

applicability of legal knowledge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 통치구조론(510030)

Theories of Governmental Structures

이 과목은 우리나라 국회, 정부, 법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국민대표제, 권력분립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It will review power of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 and will study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ased on  understanding separation of powers, and 

representative system. In doing so, students understand government structure and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by studying authority of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Courts in South Korea

● 헌법비교론(510056)

Theories of Comparative Constitutions

세계 각국의 헌법규범이나 헌법제도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각국 헌법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파악함으로써 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헌법학의 풍부한 이해를 도모한다.

It will help us analyze and understand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comparative 

approaches. By the end of the session,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analyze various issues about Constitutional Law with a 

comparative outlook.

● 형사절차법(산학연계학)(510064)

Criminal Procedure Law

범인을 수사하고,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에 관한 법규범을 연구하며 아울러 의국의 입법례, 입법 동향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Concentrates on a systematic and logical examination of criminal procedures in which the criminal is investigated, tried, 

sentenced and the penalty executed.

● 형사증거법(510065)

Criminal Procedure Law

범죄원인에 관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그 효과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유효한 범죄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Studies of the scientific theory of crime, its causes and prevention and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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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경찰행정학(Police Administration Major)

경찰행정학 전공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동의대학교의 건학 정신인 동의지천(東義知天)에 바탕을 

두고, 교시인 진리․정의․창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찰이론과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인으로서 

심도 있는 범죄에 대한 지식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경찰지도자 양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 교육목표

경찰행정학과는 2000년 10월 설치인가를 받아 2001년 3월 첫 신입생 40명을 모집하였다. 해마다 입학정원이 조금씩 증가하여 

2005년 이후로는 경찰행정학 75명 법학 60명 총135명을 입학정원으로 모집하고 있고, 2009학년부터 법학 60명, 경찰행정학 70명, 

총 130명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게 되었고 2010학년도부터는 법경찰행정학부 단위의 편제가 학과단위로 개편되어 법경찰행정학부는 

폐지되고 경찰행정학과의 학과단위로 분화되었다. 2012학년부터 경찰행정학부로 개편되어 경찰행정학과와 소방행정학과로 

분화되었다. 2012학년도는 경찰행정학부로써 1학년 교과과정을 마친 후 2013학년부터 경찰행정학과로 지원하여 경찰행정학과의 

교과과정을 배우게 된다. 경찰행정학과의 독특한 전통이 되고 있는 학술행사의 일환인 workshop행사는 2002년 여름 처음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학교 남해수련원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학생, 졸업생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열띤 참여 속에 매년 2박3일에 걸쳐 경찰과 범죄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중한 우정을 키워나가는 추억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경찰행정학과 고시연구반인 고시연구반인 

‘탁마재’를 개설하여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등과 로스쿨을 비롯한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지정 

책상과 사물함, 관련 수험서적과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편안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경찰직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 국가기관 및 금융기간, 기업체 등 사회 각 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후배들에게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학 중 경찰간부후보생 및 각종 고시, 7급 공무원 등을 배출하여 

부산, 울산, 경남권의 선두적인 학과로 학과로 자리 잡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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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경찰행정학 (Police Administration Major)

◎ 전공핵심

● 경찰조직관리이론(401512)

Theory of Police Organization

조직관리를 근거로 경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경찰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Administrative issues in directing, controlling and coordina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Fundamental issues in police 

management.

● 행정법입문(401606)

Basic Principle of Administration Law

행정법 관계의 기본 원리 및 특수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제 법규들의 내용과 의의를 이론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합 검토한다.

A general theoretical overview of Police Administrative Law. An examin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and aims of Police 

Administrative Law.

◎ 전공심화

● 범죄학개론(401025)

Introduction to Criminology

이 강좌는 사회현상 중에 하나인 범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범죄원인에 대한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을 

배움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범죄행동의 원인을 탐색하고 범죄학적 지식을 오늘날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Structured to examine classical and contemporary criminological theories,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explore the 

origins of behavior and to apply criminological knowledge to the diversity of crimes as it exists today.

● 범죄학영서강독(401026)

Criminology Reading in English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서들에 대한 세미나식 접근을 통해 경찰시험과 경찰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기초과목

An elementary course aimed at enhancing the abilities of english comprehension, which are important for job opportunities 

and abilities, through seminar on various English literatures in criminal justice.

● 경찰윤리학(5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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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전반에 관한 관련 법규 

및 경찰헌장을 숙지케 한다.

Complete police ethics; how to respect citizens, how to be assistful, how always to stand on the side of good, not on bad.

● 비교경찰론(501685)

Theory of Comparative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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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찰제도의 역사와 이론 및 이에 사용되는 개념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이를 선․후진국 경찰제도의 분석에 적용하고, 우리 

경찰제도의 운용과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parative studies of police system of many countri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ir system.

● 지역사회경찰론(503695)

Police and Community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하여 양자 간의 갈등과 긴장의 해소방안과 바람직한 경찰지역사회관계의 

설정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강의한다.

An analysis of processing the community organization to coordinate and organize resources for the management of 

delinquency and crime, and a survey of governmental and private efforts to modify existing community structur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 체포술(503806)

Arrest Technigues

경찰관의 임무수행,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필요한 신체의 단련과 범인체포상의 특수기술을 습득한다.

Duties of police officers, crim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he body's need for specialized training and skills on to arrest 

him.

● 피해자학(504190)

Victimology

범죄의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생물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아울러 피해자의 태도, 범죄발생에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형사사법보호제도, 피해자보상제도 등을 강의한다.

Theoretical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patterns of victim as a major element causing criminal behavior.

● 경찰제도사(505143)

History of Police System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구조와 기능면에서 각 시대별로 그 특징과 문제점들을 분석․고찰하여 경찰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경찰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학습한다.

A historical view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ce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Korean Police System 

in chronological order.

● 형법(505208)

Special Parts of Criminal Law

형법 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 범죄의 상호 연관성을 밝혀 총론과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Surveys various offences and their legal consequences provided for in the Korean Penal Code and other statutes.

● 경호학(505719)

Science of Security Guard

사회현상과 경호업무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경호의 개념과 다양한 경호환경에 따른 경호의 기본원리, 경호의 작용, 조직 등에 관해 

공부한다.

Social phenomena and  the relationship of job security study,the concept of security and guard the environment due to a 

variety of basic principles of Secret, Secret of the action, will learn about the organization.

● 지역사회교정론(508008)

Community Based Correction

지역사회교정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주로 보호관찰을 통해 시행되는 다이버전,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시, 가택구금, 

병영훈련, 집중보호관찰, 그리고 소년사법제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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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in theories of community correction, various programs under probation - such as diversion, community service 

order, attendance center orde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ouse arrest, boot camp,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and another various programs of juvenile justice - were introduced.

● 경찰수사론(508276)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첩보, 변사자 검시, 임검 및 현장 감식, 범죄감식, 수사 활동의 방법, 체포 및 조사, 수사서류 작성, 

수사행정 등 범죄수사 전반에 관하여 강의한다.

Provides an overview of criminal investigation :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telligence, inquest on person 

who has met an unnatural death, on-site inspections, identification of criminal, methods of investigations and so on.

● 경찰인사론(508277)

Police Personnel

경찰임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찰관의 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승진, 전보, 사기, 복무규율 등 경찰인사관리 

전반에 관하여 강의한다.

Administrative issues in directing, controlling and coordina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Fundamental issues in police 

management.

● 범죄예방론(508283)

Introduction to Crime Prevention

범죄예방의 유형은 크게 1차적, 2차적, 3차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대책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2차적 대책은 범죄 잠재력의 발현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3차적 대책은 범죄발생의 상습화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다. 본 

강의에서는 범죄예방의 유형을 이해하고 유형벌 범죄예방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한다.

Theoretical and specialize learning on general police patrolling-patrol around red-light district, treatment of minor crime, 

treatment of explosives among others.

● 신종범죄론(508284)

New Criminology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공무원범죄, 환경 및 기업범죄 등과 같은 전통적 범죄와 구별되는 

신종범죄들의 실태, 유형,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한다.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types and the causes of special crimes such as cyber criminal offenses, organized 

crimes, public official crimes,  including proposals in response to them. Special crimes are distinguished with the 

traditional crime and are on the rise as the modern society changes rapidly.

● 교정학(산학연계학)(508547)

Theory of Correction(Industrial Related Course)

교도행정의 의의 및 발달과정, 각국의 교도행정의 비교, 한국교정제도의 실상,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범죄자 

처우와 재사회화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제와 같은 사회 내 처우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An historical law view in the development of methods on offender treatment. Operation of a correctional system.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upon individuals. Alternatives to incarceration theory and management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 경찰교통론(509576)

Traffic Policing

현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는 도로교통의 혼잡을 가져왔다. 이러한 교통 혼잡을 통제하는 각종 교통관련법규와 그 

집행,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여건과 교통시설,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Theoretical study on the traffic laws, causation of traffic jams, the best solution for traffic jam and skill of traffic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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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509577)

Police Administration Law

경찰행정법규의 이해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념, 경찰제도, 경찰의 종류,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Provides an overview of Police Administrative Law : the general principles and aims of Police Administrative Law.

● 경찰수사연습(509578)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경찰수사연습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유형별로 필요한 법률지식을 검토하고 관련된 형사소송절차를 적정절차의 이념에 

맞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식을 함양한다.

Police Investigaion Practice provides systematic legal knowledge for investigating crimes as police officers, and aims to 

study criminal procedure based on due to process on various crime scenes.

● 경찰행정론(509579)

The Theory of Police Administration

경찰행정론은 경찰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학습한다. 본 교과목은 행정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배우고, 

경찰정책의 목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와 경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관리 및 예산․장비 등 

물적 자원의 관리 그리고 경찰통제와 개혁 등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한다.

The Theory of Police Administratiom is to learn the basic knowledge and theory necessary to perform police 

administration. This course will learn the basic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als Setting, Decisions, 

Performance, Assessment of Police Policy. For the execution of police policy, this course will learn about the management 

of police human resources, police budget, police equipment, Police Control and reformation of police etc.

● 민간경비개론(산학연계학)(509711)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민간경비는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간경비개론은 민간경비의 개념, 역사,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학습하고, 범죄와 손실 예방, 물리적인 통제, 

정보보호 등 민간경비의 활동영역과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Introduc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ies gathering strength because of the limited roles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Private security help to limitations of police power and 

have been developing enterprise to pursuit social security. Studying about the concept of the private securities developing 

according to benefit principle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범죄심리개론(509724)

Introduction to Criminal Psychology

범죄심리개론은 범죄 및 범죄자를 이해하려는 학문으로 범행심리, 범죄수사, 범죄예방 등을 다루며, 지각, 인지, 학습, 기억, 사고 

등과 관련된 지식으로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범죄자의 인격구조, 인격형성, 범죄심리와 예방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Introduction to criminal psychology researches the psychology of criminal behavior,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prevention to understand crime and criminal. Theories about the motive for the criminal's psychology and personality 

studies. Prediction of potential crimes and crimes in the field of psychology throughout the study.

● 범죄통계학(509725)

Introduction to Statistics in Criminology

경찰학에서 다루는 범죄현상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학적 지식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통계학의 기본개념과 

통계자료의 처리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본 통계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기본적인 통계처리와 

분석을 실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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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thods Useful for analyzing the types of data most often encountered in 

police science research. The course emphasizes how to understand and use statistics rather than how to create them. A 

variety of widely used statistical methods will be considered,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regression, 

hypothesis testing(inferential statistics,) and contingency tables.

● 범죄학방법론(509726)

Research Methodology in Criminology

경찰학에서의 문제의 발견, 이론의 해석적용, 측정과 표본, 다양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하여 범죄나 비행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전공 분야의 문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Research methodology class provides the knowledge about research design and skills for research of criminological 

phenomenon. This class covers studying research design for field of criminology and learning methods of data collecting.

● 여성범죄학(509863)

The Criminality of Women

여성범죄학은 외국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범죄학의 한 분야이며,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숫자 또한 아주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있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면서 

점차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유형과 예방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e Criminality of Women is a field of criminology as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foreign countries, a number of scholars 

who study them are also very often. But while our country has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as a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spread various sexual offenses or violent crimes targeting women were brought to the attention gradually. Learn about 

women like to target one type of crime and prevention.

● 청소년비행개론(510004)

Introduction to Juvenile Delinquency

청소년비행개론은 청소년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일탈행위, 비행행위, 범죄행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청소년비행의 

증가현상 및 죄질의 정도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보호, 선도 및 교정 등 청소년비행의 예방에 대해서 연구한다.

Introduction to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deviant behavior, delinquent behavior, criminal behavior to focus behavior of 

adolescence period. A theoretical analysis and examination of delinquency and crim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issue 

of crime from psychogenic, social, physiological, constitu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s.

● 형사절차법(510063)

Criminal Procedure

범인을 수사하고,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에 관한 법규범을 연구하며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 입법 동향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Criminal procedure as applied to the extent of law; due process, bill of rights, right to counsel, search and seizure, 

confessions, bail, prosecution, guilty pleas, trial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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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소방방재행정학과(Fire Administration Major)

소방행정학 전공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동의대학교의 건학 정신인 동의지천(東義知天)에 바탕을 

두고, 교시인 진리․정의․창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방이론과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인으로서 

심도 있는 범죄에 대한 지식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지도자 양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안전욕구에 대한 증대로 소방행정에 대한 높은 

기대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특별채용학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대응하여 인격과 소방전문지식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양성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업무 

수행,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동의 각종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소방검사, 점검 등 사무별로 분장하여 수행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다.

■ 교육목표

2012학년부터 경찰행정학부로 개편되어 경찰행정학과와 소방행정학과로 분화되었다. 2012학년도는 경찰행정학부로서 1학년 

교과과정을 마친 후 2013학년부터 소방행정학과로 지원하여 소방행정학과의 교과과정을 배우게 된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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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소방방재행정학과 (Fire Administration Major)

◎ 전공핵심

● 소방법규해설(401240)

Fire Equipment Code

소방은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안녕질서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소방법규해설에서는 이에 관한 시행으로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소방의 

목적, 임무, 조직, 활동 등에 대하여 이해를 한다.

By preventing and extinguishing fire and by protecting people's lives, body, and property through rescue and relief activities 

during emergency situation, fire service contributes toward maintenance of national peace and order and enhancement of 

welfare. In the Commentary of Fire Protection Laws, the purpose of fire service is achieved through enforcement in this 

area.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duty,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fire service will be obtained.

● 도시방재의이해(401533)

Understanding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인류의 발전은 도시와 함께 있어왔다. 그러나 도시의 외형적인 발전의 부작용으로 도시에서의 각종 위험요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 과목은 도시에서의 각종 위험요소를 고찰하고, 아울러 도시의 재난관리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Human development has been with urban development. However, with side effects of external development of cities, 

various risk factors arise in cities. In this subject, you will learn various risk factors in cities and consider efforts of disaster 

management in cities.

● 안전관리학(401567)

Study of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학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과정이다. 따라서 안전관리학의 

교과과정에는 안전한 작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작업현장에서 발생가능 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조치의 시행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The Study of Safety management aim at creating and maintaining a work environment that is safe for employees. 

Therefore, this  curriculum of course includes aspects such as: developing safe work procedures, making sure that the 

right safety equipment is available and implementing any protective measures that may be necessary to reduce the risk of 

harm in the workplace etc.

● 재난과사회(401586)

Disaster and Society

현대사회에서도 재난의 위험성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우리사회에서의 재난의 위험성을 통찰해 보고, 아울러, 재난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n modern society risk of disasters is constantly increasing. With rapid development, risk of various disasters is getting 

bigger. In this subject you will review disaster risks in our society and deal with relationship of disaster, society and human 

beings in general.

● 재난관리학(401587)

Theory of Disaster Management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 기초이론을 다룬다. 즉,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의 유형, 재난의 특징, 재난관리의 단계 및 

재난관리체계 등을 배운다. 특히, 재난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재난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재난복구에 관한 내용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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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covers the basic theories on disaster management. In other words,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concept of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categories of disaster, characteristics of disaster, stages of disaster management, and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Especially, with a focus on disaster management, the course introduces disaster 

prevention, preparation, and response as well as disaster recovery.

● 소방학개론(508010)

Introduction to Fire Services

공안행정의 한 분야로서 소방행정에 관한 이론체계, 소방행정의 특성, 소방정책과정 등을 학습하고, 화재, 연소, 소화이론, 

방화론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각종 소방 관련 법규를 연구한다.

As the field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s, it provides an overview of Fire Services: the system of the theory, special 

qualitie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 전공심화

● 무도Ⅰ(506846)

Defensive Tactics Ⅰ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의 함양을 위해 반복적인 수련을 통하여 무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며 장래 업무 수행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Defense-based learning and exercising through martial art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tough fire work.

● 무도Ⅱ(506847)

Defensive Tactics Ⅱ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의 함양을 위해 반복적인 수련을 통하여 무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며 장래 업무 수행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Defense-based learning and exercising through martial art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tough fire work.

● 소방심리학(508627)

Fire of Psychology

심리학은 인간정신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소방관이 사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심히적인 갈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공부한다.

Human psychology is the scientific study of mental and behavioral firefighters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to find a variety 

of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and solve problems to be studied.

● 소방인사론(508628)

Theory of Fire Service Staffing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 사람이다. 소방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채용학소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며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등의 내용을 이해한다.

To realize the purpose of an organizati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essential. Of these, the more important 

resources are people.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understand activities surrounding the employment of personne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re administration, the allocation of the right person to the right place 

by factoring in specialization and aptitude, and efficient management by developing capability via education and training.

● 소방재정론(508629)

Theory of Fire Budgeting

소방예산은 소방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원동력이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관리는 조직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소방행정도 정부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예산에 대한 본질, 종류, 편성, 

심사, 배정, 집행 및 예산 개혁의 방향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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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ervice budget is the most important means and motive power for maintaining and developing fire service organization. 

For any organization, the securing and management of budget for achieving the organization's objectives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its activities. Fire administration is made possible by the allocation of government budget. This course 

offers analysis of the basic attributes, categories, formation, evaluation, and allocation of budget as well as the reform of 

implementation and budgeting.

● 소방정책론(508631)

Theory of Fire Policy

화재진압활동의 기본인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방정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The basis of fire suppression activities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against the will learn basic fire policy.

● 소방조직론(508632)

Fire Organization Theory

소방행정은 효율적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료제 형태의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Fire administration has an organizational system that is based on the patterns of government bureaucracy in order to 

realize efficiently its objectives.

● 소방행정사(508633)

The History of Fire Administration

소방행정의 발달과정, 연구대상의 범위, 접근방법, 소방행정의 최신경향, 소방행정이념, 소방행정조직, 소방행정과 소방문화 등 

소방행정의 기초적 이론을 개관하고, 소방행정의 조직과 관리, 인사와 예산 등 소방행정의 관리적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며, 

소방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평가 정책결정의 이론적 측면들을 다룬다.

This course offers a general survey of the basic theory of fir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fire 

administration, scope of research, method of approach, recent trends in fire administration, ideology of fi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fire administration, fire administration, and fire service culture. The course also introduces the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of fir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fire administra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budget. Moreover, the course address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formulation of fire 

service policy and policy determination relating to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 소방행정실무(508634)

Practice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소방조직의 사무관리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즉 사무 관리의 개요, 문서관리, 정책실명제, 관인관리, 보고사무, 협조사무, 서식관리, 

업무편람, 사무자동화, 행정사무개선 등에 대해 다룬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general office management of a fire servic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the 

course covers an introductory survey of office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real name system for policy, seal 

management, submission of reports, cooperative operation, form management, operational manual, automation of office 

work,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work.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응급구조사의 법적책임 등 응급의료의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체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이해하고, 환자평가에서부터 상황별 응급처치의 기술을 배우고 가르친다.

The students will acquire a summary overvie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cluding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energency medical technician, will understand the basic anatomy and physiology of 

human body, and learn and teach about the technology of emergency treatment per situation beginning with patient 

evaluation.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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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의 사무관리 전방에 대해 학습한다. 즉, 사무 관리의 개요, 문서관리, 정책실명재, 관인관리, 보고사무, 협조사무, 

서식관리, 업무편람, 사무자동화, 행정사무개선 등에 대해 다룬다.

In this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general office management of a fire servic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the course 

covers an introductory survey of office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real mane system for policy, seal 

management, submission of reports, cooperative operation, form management, operational manual, automation of office 

work,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work.

● 화재조사론(508732)

Fire Investigation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 

관련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공부한다.

Identify the cause of the fire and to estimate the damage caused by fire, data collection, questions about officials, field 

validation,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testing to improve research skill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will be studied.

● 범죄행동론(508792)

Theory of Crime Behavior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과학수사 요원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서 범행준비와 실행, 시신처리 등 일련의 범죄 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 범행동기와 용의자 특징 등을 분석한다. 연쇄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수다.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범죄 행동으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등을 강의한다.

When important events occurred with Scientific Investigation agents responded to the scene of the crime preparation and 

execution, body treatment, including a series of scientific process to reconstruct the crime analysis features, such as a 

suspect and a motive. Work is essential to solve violent crimes such as rape or serial killing case in order to analyze the 

behavior and psychology of the criminal databasing. Taught to analyze the psychology of the criminal, and crime types to 

the offender's criminal behavior.

● 소방장비론(508965)

Theory of Fire Suppression Apparatus & Relative Equipment

소방차량 및 통신장비를 포함한 소방장비의 종류 및 구조 원리를 이해가고, 그 사용법을 익히며, 장비의 유지관리와 제원 및 

기준까지 이해하도록 기술한다.

This course provides description so that th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types and structural principles of fire suppression 

apparatuses including fire vehicles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will learn how to use them, and understan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equipments and even its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 위험물질론(508968)

Theory of Hazardous Material

위험물의 개념과 위험물질시설의 설치기준을 이해하고,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와 기준을 이해하며,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기준,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체계까지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Based on chemical knowledge, this course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c/inorganic compounds and provides 

instruction on the theory of fire hazards for these compounds and on whether they pose harm to the human body. The 

course also offers instruc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materials that are displayed during a fire. Moreover, by 

describing emergency response measures during leakage of hazardous materials or during dire, the course contributes 

toward early control and prevention of fire disaster. Also, the course helps students acquire an overall understanding of 

hazardous materials and disaster prevention syste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 on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s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azardous materials as found 

overseas.

● 소방행정법(509238)

Adminstration Law of Fi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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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하의 행정작용상의 제 원칙 및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행정법과 행정강제, 행정상의 손해전보, 행정상 쟁송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This course will explain and allow students to learn about principle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law, legislation of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ct, compulsion, supplement, and contestation.

● 도시방재론(509656)

Urban Disaster Prevention

도시의 고밀도, 집중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방재의 계획 및 설계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토록 하며, 각종 재난사례를 통해 계획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costs of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s for mitigating these cost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nd the ways in which these policies might be adapted for the developing world.

● 비교소방론(509743)

Theory of Comparative Fire Service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소방행정체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교과목이다. 이를 통해 각종 소방제도의 

역사와 이론 및 이에 사용되는 개념과 접근법을 활용하여 선ㆍ후진국 경찰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소방제도의 운용과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aims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fire service governance among Korea, America, Japan and Germany etc. 

This comparative studies of fire service systems of many countri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ir systems has particular significance such as operating status and development of the fire service systems for us.

● 소방검사이론(509795)

Theory of Fire Inspection

소방검사의 의의와 근거, 소방대상물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상물과 시설에 따른 검사방법을 익히고, 그 결과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meaning and basis of fire inspection and the concept of fire service recipients,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method of inspection according to the recipients and facilities, and comprehensively learn 

about the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their outcome.

● 소방방재분석기법Ⅰ(509796)

Research Methodology in Fire Prevention Ⅰ

소방방재분석기법Ⅰ은 “소방방재”와 관련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된 교과과정이다. 이 교과목은 문제의 발견, 이론의 해석적용, 측정과 표본, 다양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하여 소방 및 방재상황에 대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전공 분야의 문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Research methodology in fire prevention Ⅰ proces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and analyze data for the purpose of study 

about “Fire Prevention”. The methodology may include publication research, interviews, surveys and other research 

techniques, and could include both present and historical information. Commonly, the courses of study are define the 

problem, collect data, analyze the data, develop a hypothesis, test the hypothesis, select the final hypothesis etc.

● 소방방재분석기법Ⅱ(509797)

Research Methodology in Fire Prevention Ⅱ

소방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학적 지식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통계학의 기본개념과 

통계자료의 처리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본 통계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기본적인 통계처리와 

분석을 실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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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s provides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thods useful for analyzing the types of data most often encountered 

in fire prevention research. The course emphasizes how to understand and use statistics rather than how to create them. A 

variety of widely used statistical methods will be considered,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regression, 

hypothesis testing (inferential statistics) and contingency tables.

● 소방사범처리론(509798)

Investigation of Fire Crime

소방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정기소방점검과 무허가 위험물 등에 대한 가두 또는 기획단속 등을 통하여 소방법령을 어긴 소방사범을 

적발 조치에 관한 법적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addresses in detail the laws regarding the discovery and processing of fire criminals who have contravened 

the laws and regulations on fire prevention relating to fire prevention and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 소방지휘이론(509799)

Actual Order Leadership

소방지휘이론은 사고현장 지휘체계를 경험할 미래의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은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일상 근무와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이 

교과목은 사고현장 지휘체계 및 관련 교육훈련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a future fire officers who will experience incident command system. It introduces research and 

theory develope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at attempts to explain how the size up is conducted through recognition 

primed decision making in the  daily work and scene of the accident. Also This courses are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s 

that respond to high stress emergency, and Normal Accident Theory. This course helps to understand incident command 

system, training for incident command, and helps to develop a professionalized fire service.

● 안전과윤리(509852)

Safety and Ethics

재난은 인류의 무질서한 개발과 자연의 파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과목은 현재와 미래사회에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 윤리는 무엇이며, 안전 철학, 그리고 인간의 안전 규범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t can be said that disasters come from disorderly development and destruction of nature. In this subject, you will learn 

what safety ethics are needed to make a safe society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and learn overall safety philosophy and 

safety norms of human beings.

● 재난관리법규(509947)

Disaster Management Law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련 최상위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롯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양한 방재관련 법령체계와 재해예방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seeks to learn a law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aw”and 

“Natural Hazards Management Law.”

● 재난유형론(509948)

Disaster Typology

오늘날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들어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난 위험성이 증가 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재난의 등장으로 인하여 재난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테러 등의 사회재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As disasters occur constantly, in particular various complicated disasters, and new disaster types appear, danger of 

disasters is getting bigger. In this subject, you will review various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earthquakes and 

flood and social disasters such as fire, explosion, destruction and t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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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공공인재학부 (Division of Local Public Service)

◎ 전공핵심

● 행정학원론(400584)

Public Administration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심화 ․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학의 전문적 특성과 

분과학문의 개요를 다룸으로써 학문전반에 관한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s supposed to be expanded and deepened.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teach basic 

concepts and professional features of public administration.

● 인간행동과사회환경(502933)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인간성장의 발달단계 및 

발달과제를 이해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various theories on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to enhance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social work practice. The course emphasizes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asks of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 사회복지학개론(900054)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사회문제, 역사적 사회변화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의 각 영역과 

발달과정 및 독립적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살피는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황과 전망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Introduction to the profession of social work and its roles in social welfare system, with emphasis on social problems, 

historical changes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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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행정정책학(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행정정책학과는 국가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정책전문가, 그리고 공공조직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역화의 추세에 따라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재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자 전통적인 행정학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의 공공부문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문제해결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융복합 공공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융복합 공공인재’에 필요한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국게관계학 그리고 법률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관리, 

그리고 공공부문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실용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981년 : 행정학과 신설

1983년 : 정치외교학과 신설

1984년 : 행정학과 야간 신설

        행정대학원 설치

1994년 : 정치외교학과 야간 신설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1995년 :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1998년 : 사회과학부(행정학 전공․정치외교학 전공․사회복지학 전공)로 학부제 실시

1999년 :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2001년 : 정치외교학과 야간 폐지

2002년 :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2005년 : 사회과학부(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로 개편

2016년 :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통합으로 행정정책학과 신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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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행정정책학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 전공핵심

● 인사행정론(502952)

Personnel Management

행정업무의 수행자인 공무원의 역할과 각종 공무원제도를 이론적으로 논의함과 더불어 행정 현실에서의 동원 및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The role of civil servant and basic theories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are examined. In administrative state, 

recruitment and management system of human resources are studied.

● 정책학원론(503484)

Policy Science

공공정책에 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한 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 일반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학습한다. 이어서 실제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책계량분석을 통한 현실 정책문제 해결에 강의의 초점을 둔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의 특성과 유형,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정책사례분석, 정책계량분석.

This course provides lectures on the principal theory in public policy and policy process. And we will conduct case study. 

This course will provide alternatives to make rational policies and it introduces a solution for the current policy problems.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character and type of policy,  understanding of policy process, policy case study, 

empirical analysis.

● 행정조직론(504426)

Organization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조직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공공조직의 특수성을 규명하며 공공조직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한다.

The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of public organization : the principle theories of organization, the distinction of public 

organization, the systematic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phenomena of public organization.

◎ 전공심화

● 행정정보론(400577)

In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정보기술의 행정조직 내 확산에 의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행정서비스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국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제공과 행정참여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정보정책을 다룬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new administrative phenomena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it deals with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 delivery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lso aims to develop a strategic government-wide 

approach for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 행정통계론(400580)

Statistics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 선택을 위하여 행정과 관련된 여러 통계자료의 분석에 필요한 기초통계학을 학습한다. 이 강좌를 

통해 행정문제를 실증적이고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In this lecture, students learn basic statistics necessary for analyzing various statistical data in order to understand 

administrative phenomena and to chose reasonable alternatives. Students in the class will be able to solve administrative 

questions in pragmatic and open ways.

● 비교정부론(4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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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Governments

다양한 국가와 정부체제의 특성을 비교한다. 특히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상이한 정부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연방구성과 정당, 선거, 의회 등 각기 다른 국가들의 정치과정과 제도들을 비교, 평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comparative government in which key characteristics of states and political system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to those of other states and political systems. It surveys key concepts, theories, and 

approaches used in the study of comparative government. Utilizing those, the course examines the governmental 

processes and institutions of several different states.

● 공공서비스론(500392)

Public Service

공공행정의 서비스적 측면을 강조하며 고객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이념의 변화를 인식하는데 목표를 둔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포함된다.

This course focuses to understand changed administrative value. Main contents are the delivery systems of administrative 

service, the method to improve service level of public administration.

● 민주주의론(501397)

Theories on Democracy

민주주의에 관한 핵심적 개념과 이론을 소개한다. 세계의 다양한 민주주의적 제도,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이상적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또한 공공정책 및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students a working knowledge of how democratic institutions vary across nations and other 

environments, how democratic institutions work , and which democratic institutions are ideal in theory.

● 외교정책론(502666)

Foreign Policy

국가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지 학습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외교정책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국제사회의 주요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수행을 비교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토론을 통하여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과목이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and study the procedure of the decision and performance of foreign policies as 

well as the major affecting factors to the procedure. This class will discuss how Korea’s decision makers can design 

foreign policie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major powers’foreign policies

● 재무행정론(503211)

Fiscal Administration

정부재정자원의 동원과 관리 및 지출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재무행정의 법적기초, 재무행정조직, 세입과 세출예산, 예산과 

국민경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주로 연구하여 공사조직에서의 자원관리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obtain the knowledges about  theories and practices of fiscal administration. Topics include the 

organizations and laws of fiscal administration, public budgeting and accounting systems, budget reforms, the flexibility 

and control of buget process, the relation of public finance and national economy.

● 조사방법론(503540)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ology

현대 사회과학연구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사방법의 기초적 지식과 통계학적 조사기법을 익히고 전산실습을 통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lecture aims to learn basic knowledge and statistical examination skills that is necessary in current social science 

studies and to develop ability of using application program through computer practices.

● 지방행정론(503683)

Local Government

2017.02.21 15:18:592 / 6[Uca0402r]



지방정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여기에는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계층, 정부 간 기능배분, 정부 간 관계, 광역행정 등의 이론과 실제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과 한국지방행정의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ophomore or junior students with local government systems. the course broadly 

surveys theories and practices regarding local autonomy, local public management, local public finance,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ry to apply them in the korean context.

● 한국정부론(504266)

Korean Government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역할과 정치문화를 다루며, 대통령, 국회, 사법부, 관료, 정치제도와 기구, 

정치적 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변동과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Korean government.  

Emphasis is on the cultural setting, the political changes, historical evolution, governmental institutions, political leadership, 

a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of Korean government.

● 행정법Ⅰ(504416)

Administrative LawⅠ

행정학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행정법의 이해를 통하여 행정학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이해하도록 한다. 국가권력과 행정법의 

원리, 현행 행정조직, 행정법의 분야별 작용관계, 행정구제 등 행정법의 기본적 내용을 행정학과 연계시켜 설명한다.

Explains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and its relations to public Administration. Covers the principles of regulatory law, 

current structure of governments, the range of regulatory law,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remedy.

● 행정법Ⅱ(504417)

Administrative LawⅡ

행정법 Ⅱ에는 행정조직과 공무원에 관한 법률관계와 경찰, 공기업, 지역개발, 경제, 환경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행정학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행정법 Ⅰ을 통해서 배운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보충하는 동시에 개별적 행정작용의 법률적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행정학 학습을 충실하게 하고 현실 적응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Focuses on developing the knowledge of Administrative Law Ⅰ. Explains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ve law in each part of 

state regulations. Contains law of police, delivery administration, finance, military.

● 환경행정론(504635)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현대의 지속적인 공업화와 개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파괴와 공해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 연구한다.

In modern society,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The kind, history,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discussed. Administrative system and role boundary to controling pollutions are examined in 

this lecture.

● 행정혁신론(506282)

Administrative Innovation

최근 공공부문의 위기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적 개혁이 요청된다. 본 강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행정혁신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혁신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이 

강좌는 이론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직사회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모의행정실무를 시연(試演)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그 

시연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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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rises in public services resulted from failures in adapting to changing external administrative environments. 

Strengthening a competitive position in global environments depends on internal administrative innovations responding 

environmental changes.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foreign cases for administrative innovations and to find new 

solutions. Especiall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rehearsals of mock administrative practices. Through the 

process, students will obtain practical knowledges for administrative innovation.

● 정부와시장(507588)

Government and Markets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소개한다. 시장에서의 정부역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사상과 이론들을 

소개한다. 특히 시장에서의 개인, 기업의 형태와 정부 규제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현대경제의 여러 현상과 쟁점을 통해 조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you to the role of government in markets. In the first part, we will review firm 

behavior and the theory of the market. we will study "economic" regulation. Here, we will look at the behavior of natural 

monopolies and regulatory options for dealing with them.

● 정부규제론(508015)

Governmental Regulative Law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시대적 변천과 현대 국가의 기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규제내용을 살펴본다. 동시에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규제의 실제적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Examines the change of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various kinds of the regulations to the marketplace and enterprise. 

Also examines Korean situa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 by the case studies.

● 행정문제연구(508796)

Studies on Controversies in Public Administration

이 강좌는 행정학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실전 문제 해설도 병행하게 된다.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행정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help students to logically analyze current topics and controversies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obtain expertise in public administration.

● 공공정책과정의(509593)

Public Policy and Justice

이 수업은 공공정책 결정에서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탐구한다. 특히 공공정책의 수단과 목표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상적 논의를 소개한다. 또한 공공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examines arguments about justice in public policy. Students examine the ethical foundations of both the 

means and ends of policy choice. We first focus on the means used to implement policies. We then explore the ends of 

policies.

● 국제관계론(509617)

International Relations

21세기 국가의 행정과 정책이 다루는 분야는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깊숙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해하고,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학습함으로써, 

공공인재로서의 국제적 자질향상에 기여하기 한다.

Diverse areas of the public policies and administration in the 21st century cross the national borders. Students study and 

understand national policies tends to maximize its own national interests. This class provides and encourages student to 

study divers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state relations based on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 국제기구행정론(509619)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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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구촌화 되어가는 21세기의 인재는 주권을 넘어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행위자들이나 국제기구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과목은 국제기구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기구를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학습함에 목적이 있다.

Elites in the 21st century, have to work with officials in diverse intranational organizations beyond the national sovereignty. 

This course designs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diver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ow they work based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 미디어와공공정책(509707)

Media and Public Policy

공공정책 결정 과정의 대중매체와 여타 미디어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다룬다. 특히 정부, 정책결정, 정치적 담론과정에서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다양한 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활용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This is a course on the effects and role of mass media in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It analyzes media impacts on 

government, policy making, and political deliberation through relevant political communication theories.

● 북한과통일정책론(509739)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북한정치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적 기초, 정치경제체제, 군사안보와 개혁개방 문제 등을 다룬다. 이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교류협력, 통일의 전망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쟁점들을 학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historical origins and fundamental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and Economy system.  

This course also examin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considering the prospects for 

reduced tensions and reunific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roles of the superpowers on the 

peninsula.

● 선거관리론(산학연계학)(509781)

Electoral Systems and Management(Industry-academic linkage)

이 교과목은 다양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과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와 행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소개도 진행한다.

The course introduces how several electoral systems work and how to manage electoral process. It deals with 

manage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for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입법과정론(509932)

Legislative Process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구조와 입법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의회의 역사와 조직, 입법절차와 규칙, 상임위원회 구조, 

그리고 대통령과 정당지도자 등과 같은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This course examines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 It focuses on congressional organization,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the 

structure of the committee system, the role of important actors, such as party leadership and the president.

● 정치와행정특강(509985)

Special Topics in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이 교과목은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행정의 위상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사회적 

갈등 관리라는 정치 과정 속성과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행정과 공공정책의 역할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다양한 이론과 연구, 개념 

연구를 통해 부여함하고자 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Our goal is to develop a solid 

understanding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theory, research and concept with an emphasis on important 

dimension of political process and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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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론(산학연계학)(509999)

Regional Development(Industry-academic linkage)

지방자치와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개발은 국가발전은 물론 행정발전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지역성장과 발전의 이론들을 이해시키고, 지역발전전략이 지역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케 한다.

Regional development is deeply related with national develop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al strategy.

● 현대정치와정책쟁점연구(510061)

Issues in Modern Politics and Policy

현대 한국정치와 정책 결정에 관한 상급 강좌로서 한국정치의 주요사건이나 정책 쟁점들을 사례별로 다룬다. 특히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가져온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 알아본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on contemporary Korean government and policy. It analyses selected major issues of 

Korean politics and public policy, that have come into social conflict. It also deals with success and failure of governmental 

policy utilizing various policy analyz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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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사회복지학(Social Welfare Major)

사회복지학과는 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과 실천기술 등 사회복지의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고, 자본주의와 산업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사회복지학과는 1998년 10월 19일 설치인가를 받아 1999년 3월부터 사회과학부에 소속되어 정원 110명을 모집하였고, 2002년에는 

야간강좌를 개설하였다. 2003년에는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전문적 교육의 수준을 높이게 되었다. 이후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유지되어오다, 2006년 사회복지학과로 독립하였다. 2010년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을 통해 한층 더 전문적인 사회복지 

연구자 및 지도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15년 야간강좌가 폐지되었으며, 2017년 학교 전체의 교육편제 개편에 의해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내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재출발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과의 유기적 연계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학술제, 실습박람회, 전공 동아리 등 다양한 전공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2017년) 학년별 학생 정원은 55명이며 

9명의 전임교수가 재직 중이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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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Major)

◎ 전공핵심

● 사회복지실천론(501744)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각종 이론들에 대해 학습하고, 그 이론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Theory and knowledge of affecting change in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with emphasis on analytical and 

interactional processes and skills.

● 사회복지정책론(501746)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과제 설정, 대안검토, 정책결정 등의 정책 관련 쟁점 등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수준을 

평가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의 가능성을 강의한다.

We will investigate the establishment of policy agenda in social welfare policy, examination of the alternative, decision of 

policy and so on, rate accomplishment level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study possibility of the alternative suggestion 

related to problems.

● 사회복지조사론(501747)

Research Method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조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실천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의 기본적 원칙과 

기술을 학습한다. 과학적 방법의 논리, 조사윤리, 연구과정, 연구문제 형성과 개념화, 연구설계, 측정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The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skills of establishing scientific knowledge and evaluating social work practice. Emphasis is placed on 

learning the logic of the scientific method, research ethics, research process, problem formulation and conceptualization, 

research design, and measurement.

◎ 전공심화

● 사회복지법제론(400660)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행정과 실천의 법적근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법규의 기본이념과 법규간의 관련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는다.

We are being aware of importance on laws bases administra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ractice those who 

understand and satisfy the needs in social welfare, and we'll perceive and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basic 

ideology of social welfare laws.

● 가족복지론(500072)

Social Work with Families

본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특징, 강점 및 서비스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본 과목에서는 가족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지원기술을 함양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특별히 가족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의 법과 정부정책(가족정책)에 

관해 학습한다. 즉, 다른 국가들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법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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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strength, and service needs of various forms of families. It examines issues 

and builds skills related to family support services. In this course, we will also specifically study laws or other government 

policies(family policies) that effect family well-being. In other words, it also focuses on trying to understand how different 

societies organize themselves (i.e., create the laws or policies) in response to family needs.

● 노인복지론(500840)

Social Work with the Aged

사회변동에 따른 노인문제의 현상을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선진국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차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한다.

We research the phenomena of the aging problem according to social change from economic, med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analyze theories and cases of the advanced nations and search for improving plans for Social 

Welfare for the aging.

● 복지국가론(501524)

Welfare States

복지국가의 개념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며, 바람직한 복지국가가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This seminar aims to introduce fundamental concepts and theories on the welfare state as well as to discuss several 

critical issues surrounding the welfare state. The main focus is on leading the students to search for a desirable welfare 

state.

● 사회문제론(501738)

Social Problems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연구대상이자 실천지점인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이론과 관점을 소개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주요사회문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Social theories and research are addresse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social problems as target populations of social 

work. Analysis of major social problems in South Korea allows us to hav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 사회보장론(501739)

Social Security

국내․외 사회보장의 역사, 이념, 유형별 내용을 고찰하여 사회보장의 이해와 각국의 사회보장 특징에 관한 이해,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한다.

We will investigate the history, ideology and typical content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Social security. Understanding the 

social security,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security of various countries and research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 of 

our social security.

● 사회복지실천기술론(501743)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모델과 개입기술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는 개인, 집단, 가족에 활용되는 사정기술, 치료계획, 

개입과정, 개입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studying mode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The course deals with assessment 

skills, treatment planning, intervention process, intervention techniques for working with individuals, groups, and families.

● 사회복지행정론(501749)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본 과목은 학생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퍼바이저, 관리자 또는 행정가로서 수행해야 할 초기 단계의 실천을 준비하도록 하며, 

또한 적절한 경험을 기반으로 상급 수준의 행정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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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for beginning level practice in supervisory, management, or administrative 

positions in social service agencie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progressing to advanced level administrative positions 

based on appropriate experience.

● 산업복지론(501781)

Industrial Social Welfare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복지의 이론적 배경, 역사, 관련 복지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실천방향 등을 

이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복지 모델을 탐색한다.

We can understand the theories, history, related welfare institutions, the roles of social workers for the occupational welfare 

and research the models for the occupational welfare fit for Korean circumstances.

● 아동복지론(502414)

Child Welfare

아동복지의 기본적 개념과 가치, 역사,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 서비스를 이해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cludes the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oncepts and values, history, policy and institutions, clients and 

services in relation to child welfare. The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specialized practice methods and skills necessary 

for social work service with children.

● 자원봉사론(503155)

Volunteer Management

본 강의는 사회복지학도에게 덕성을 쌓는 자원봉사, 사회참여와 자기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는 교과목이다. 

또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 연동하여 자원봉사론을 익히는 강좌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1. 자원봉사의 의의, 개념과 유형     2. 자원봉사의 발달사

3. 우리나라와 선진복지국의 자원봉사관련법과 제도 실태 비교

  <2부>

1. 문화와 자원봉사   2. 교육과 자원봉사    3. 호스피스케어와 자원봉사 

4. 보호관찰제도와 자원봉사(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5. 노인, 아동, 장애인 그리고 성인의 자원봉사 실태

6. 21세기 미래지향적 자원봉사정책 대안 모색

This Lecture is a course for teach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lunteering that is to build a virtue, social participation and 

personal development. 

In conjunction with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s also a volunteer learning courses in order to Heighten understanding 

and to cultivate the qualities needed as a social worker.

 The  Educational Content is as follows:

<Part 1>

1. The concept, significance and kinds of volunteer Activity

2. Developmental history of volunteer 

3.comparative study of volunteer on the Acts of supporting a volunteer,institution and actual condition of volunteer  between 

the superior welfare state and korea

<Part 2>

1. The Culture and volunteer   

2. The education and volunteer 

3. The Hospice Care and volunteer  

4. The probation system  and volunteer 

5. The situation of volunteer activity of the elderly, children,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dult. 

6. 21st Century Policy Alternatives future-oriented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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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503171)

Soci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제반제도 및 전문적인 개입방법을 탐구한다.

In this field, we can investigate various systems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methods in order that the disabled with 

psychological or physical disorders may recover their social functions and self determination.

● 정신보건사회복지론(503477)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 대상에게 개입하기 위한 전문사회복지사의 태도와 기술, 기법, 지침을 학습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각종 임상적 방법들을 역할 연습, 사례연구 등을 통한 연습이 포함된다.

Clinic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the mentally ill in mental health clinics and centers. Contains role-playing 

exercise and case study in learning.

● 지역사회복지론(503696)

Community Welfare & Practice

지역사회실태 및 생활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제과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등의 

지역사회조직의 모형을 이해하고 각종 지역사회복지기관을 분석한다.

In this course, we can grasp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ifficulties of life of the community and understand the real 

process of the community welfare. Apprehending the pattern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for the local development, 

planning, and social action etc. and analyzing the various kinds of institutions of the community welfare could be achieved.

● 청소년복지론(503771)

Social Welfare with Youth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understanding of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needs of youth. Emphasis is placed on learning 

social welfare services, policies, and programs necessary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various problems presented by 

or to youth.

● 프로그램개발과평가(504155)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사회복지 행정가들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진보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지식기반의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상급의 프로그램과 정책 

조사방법의 이해와 적용에 주안점을 둔다.

It is essential that social welfare administrators have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retrieve and evaluate existing 

program and the tools to carry out advanced evaluations of programs. Therefore, this course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diverse advanced program and policy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prepare students to provide the most 

effective programs to client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gram knowledge base of the profession.

● 사회복지원서강독(505889)

English Reading in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영어원서 강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함양하고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the level of reading ability in English and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through 

reading the original English text.

● 사례관리론(506020)

C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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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실천현장에서의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개입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 이론과 기술을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esents history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case management. The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process of case management in a variety of contexts. Students study theories and techniques of case 

management to apply to all levels of intervention of social work settings with utilizing practical cases.

● 학교사회복지론(506381)

School Social Work

학교현장에서 활용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적인 가치, 실천기술, 이론과 모델을 습득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책임감과 실천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specialized values, practice skills, theories, and models for social work practice in 

schools. The course emphasizes cultivating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and practical competence of school social 

worker.

● 의료사회복지론(506724)

Social Work in Health Care

보건․의료영역에서 건강회복 및 유지를 위한 전문원조체계로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전문직 

및 자원체계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Study of professional social work services in various health care settings, examining strategies for cooperative relationship 

to interdisciplinary team and various social resources in community.

● 노인복지연구(507589)

Seminar on Welfare for the Aged

본 교과목은 졸업 후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노인복지실천가로서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This course strengthens the student's awareness of social work practice knowledge, values and skills which are important 

in working with the elderly at all systems levels.

● 사회복지윤리와철학(508016)

Ethics and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학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윤리관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논점에 관해 논의한다. 윤리강령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상황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의 이해의 필요성에 

관해 토론한다. 결국 학생들 각자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적합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basic social values and philosophy, and the ethics for practice as 

experts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자료분석(508604)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전문 사회복지실천에 활용되어지는 자료의 분석가 해석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본 과목의 교과내용으로는 실천 

현장에서 통계적 절차나 자료제시의 활용과 관련된 가치의 문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게 자료 선택과 분석 및 제시의 이해 

등이 포함된다. 본 과목에서는 자료의 활용, 기초적인 기술 및 추론 통계, 자료분석과 해석을 위한 컴퓨터 활용에 대한 지식기반을 

구축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n used in professional social welfare practice. It 

includes an orientation to value issues that relate to the use of statistical procedures and data presentation in practice 

selection, analysis, and presentation. It builds a knowledge base of data handling, elementary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computer ues i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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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509131)

Social Welfare with the Women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주부와 미혼모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며 그 해결을 모색한다.

We introduce the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 for all women including the housewives those who don’t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nd unmarried mother, search for solution analyzing discriminative factor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because of sex plans.

● 사회복지현장실습Ⅰ(산학연계학)(509336)

Social Work Practicum Ⅰ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정 및 기술을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전문직 정체성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훈련한다.

Field practicum providing supervised experience in which students apply knowledge and develop professional identity as a 

social work practitioner equipped with capability.

● 사회복지현장실습Ⅱ(산학연계학)(509337)

Social Work Practicum Ⅱ

사회복지현장실습Ⅰ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 기술 및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세팅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생의 전문적 성장을 도모한다.

Field practicum providing more refined learning experience in various field setting, with emphasis on facilitating student to 

develop each own career.

● 케어매니지먼트와케어복지(509338)

Care management and care Welfare

다가올 고령사회의 케어니드의 증가에 대비하여 케어니드가 있는 경우 누구나 쉽게 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케어복지의 구축이 복지정책의 과제이다. 케어복지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

For increase, care needs in the next aged society, anyone can use care services if those who have care needs throughout 

the contraction of systematic universal care service, we'll study the basic theories related to car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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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상경대학(College of Commerce & Economics)

상경대학은 혁신적 기업경영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및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이며 정의에 공감하는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상경대학에서는 미래지향적 인재, 실용적인 인재, 창의적인 인재, 정의로운 인재육성을 

상경대학의 4대 핵심가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상경대학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금융보험학, 재무부동산학, 경영학, 회계학, 경영정보학, e비즈니스학, 유통물류학, 국제관광경영학, 호텔·컨벤션경영학, 

외식산업경영학,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의 전공을 개설하여 교육한다.

■ 교육목표

상경대학은 1979년 개교와 더불어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80년에 경제학과가 신설되었으며, 1984년 

경영학과에 야간학과가 개설되었다. 단과대학 시절에는 상경학부로 운영되다가 1984년 종합대학 승격에 따라 상경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96년 경영정보학과가 신설되었고, 교육개혁차원에서 1996년부터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를 경영학과군으로 묶어 

운영해 오던 것을 1997년도부터 경영학부로 통합하였다. 1997년 경제학과 야간학과와 유통학과, 1998년 경영정보학과 야간학과, 

1997년 관광경영학과전공, 회계학과, 유통관리학 야간전공이 신설되었으며, 1999학년도부터는 학부제의 전면시행으로 

경제·무역학부, 경영학부, 유통·경영정보·관광학부로 운영되었다. 2000년에는 금융보험학전공, 인터넷비즈니스학전공,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이 신설되어, 경제·무역·금융보험학부, 경영학부, 경영정보학부, 관광·유통학부로 운영되었다. 2001년에는 

재무학전공이 신설되어, 경제·무역·금융보험학부가 경제·무역학부, 금융재무학부로 분리되고, 경영학부, 경영정보학부, 

관광·유통학부로 운영되었다. 2002년에는 호텔·외식경영학 야간전공이 신설되어, 경제·무역학부, 금융보험·재무학부, 

경영·회계학부, 경영정보·인터넷비즈니스학부, 관광·유통학부로 운영되었다. 2004년도에는 유통관리학전공은 관광·유통학부에서 

분리하여 유통관리학과로,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을 호텔·컨벤션학과 외식산업경영학전공(신설)으로 분리하여, 경제·무역학부, 

금융보험·재무학부, 경영·회계학부, 경영정보·인터넷비즈니스학부, 유통관리학, 호텔·관광학부로 운영하였다. 2005학년도에는 

재무학전공과 인터넷비즈니학전공이 각각 재무부동산학전공, e비즈니스학전공으로 변경되어, 경제·무역학부, 

금융보험·재무부동산학부, 경영·회계학부, 경영정보·e비즈니스학부, 호텔·관광학부, 유통관리학과로 운영하였다. 2006학년도에는 

관광경영학과가 호텔·관광학부에서 분리되었고, 호텔·관광학부는 호텔컨벤션·외식경영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부제와 

학과제가 병행되어 경제학, 무역학, 금융보험학, 재무부동산학, 경영·회계학부, 경영정보학, e비즈니스학, 유통관리학, 관광경영학, 

호텔컨벤션·외식경영학부로 운영되었다. 2007학년도에는 호텔컨벤션·외식경영학부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및 외식산업경영학과로 

각각 분리되었다. 2010학년도에는 경영·회계학부가 경영학과, 회계학과로 분리되었으며, 2012학년도에는 국제관광학과가 

국제관광경영학과로 변경되었고, 2015학년도에는 유통관리학과가 유통물류학과로 변경되었고, 2016학년도에는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가 신설되었다. 2017학년도부터는 학부제 전면시행으로 경제·금융보험·재무부동산학부, 무역·유통학부, 

경영학부, 정보경영학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로 변경되어 경제학, 무역학, 금융보험학, 재무부동산학, 경영학, 회계학, 

경영정보학, e비즈니스학, 유통물류학, 국제관광경영학, 호텔·컨벤션경영학, 외식산업경영학 전공 및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5개 학부 12개 전공, 1개 학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경대학은 어학실습실, 

컴퓨터실습실, 세미나실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어 글로벌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현대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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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경제·금융보험·재무부동산학부 (Division of Economics, 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 전공핵심

● 경제학원론(400035)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을 배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 및 경제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본 이론과 모형, 이론 체계를 평이하게 

소개하여 경제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economic concepts, analytical tools that economists use in reasoning and how to apply 

them to the real economic world.

● 금융보험의이해(400087)

Introduction to Banking & Insurance

금융과 보험의 기초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금융제도와 자금순환, 금융시장, 금융상품, 국내의 금융제도, 

금융산업 중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학습한다.

Introduces students to the principles of modern finance and insurance aspects and develops their understanding through

application. Topics include financial system and money circulation, financial industries, financial marketplaces and 

products, money supply and demand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dustry.

● 재무부동산학의이해(401588)

Introduction to Finance & Real Estate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을 배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지식을 평이하게 소개하여 재무부동산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문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and basic knowledge of Finance and Real Estate. It includes principles of the 

studies to nurture core ability and acquirements for introducto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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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경제학(Economics Major)

경제학과는 전공학생들에게 이론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을 두루 섭렵하게 함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균형된 시각과 현실 적용에 

있어서 실용성을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기업 및 산업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 능력을 갖추어,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경제관과 비전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시적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대한 

분석과 이를 종합한 거시경제 전체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교육목표

1980년 경제학과 주간강좌가 신설되었고, 1996년에 야간강좌가 신설되었다. 1999학년도부터는 학부제의 전면시행으로 

경제․무역․금융보험학부로 운영되다가 2001학년도부터는 재무학전공이 신설되면서 경제무역․금융보험학부가 경제․무역학부, 

금융재무학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경제․무역학부의 경제학전공에서 경제학과로 분리 운영되었고, 

2017학년도부터 경제·금융보험·재무부동산학부의 경제학 전공으로 운영되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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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경제학 (Economics Major)

◎ 전공핵심

● 거시경제학(500116)

Macroeconomics

국민 소득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경제학의 전반을 강의한다. 국민 소득의 결정, 저축, 투자, 고용,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 

환율, 국제 수지, 경제 성장 등에 관한 거시 분석의 이론 전반과 여기에 관련된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의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한다.

This is an intermediate course in macroeconomics. It analyzes basic models of income determination which attempt to 

explain how the price level, the interest rate and the level of output and employment are determined.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models and competing theories are compared.

● 미시경제학(501377)

Microeconomics

가계와 기업의 경제 행동 원리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 시장 경제 이론과,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의 원리와 그 효율성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theory of rational behavior in consumption, production and price decisions of households and firms. 

Analysis of the price system and the 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will be discussed.

● 재정학(503220)

Public Finance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경제 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세입과 세출을 통한 공공 경제 활동의 기본 원리를 

강의하고,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경제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재정 정책의 수단과 효과, 예산, 경비 및 조세 등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This course covers economic issues of government finance, optimal taxation in static economies, excess burden and tax 

incidence.

◎ 전공심화

● 기초경제영어(400154)

Essential English in Economics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고 있으며,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에 올바른 이해와 

풍부한 지식은 필수적이 되고 있다. 영어를 통해 경제에 친숙해지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다.

The world is one, economically and socially. English, the most widely used language, enables us to get access to 

economies and their peoples in the global village. This course aims to introduce economic phenomena in plain English.

● 글로벌금융론(401033)

Global Banking and Finance

국민경제의 대외거래분석의 기본이 되는 외환시장, 국제수지의 결정과 조정정책,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에 관련된 이론들을 

강의하며, 국제금융시장 현황, 자본조달의 수단, 환위험의 회피방법, 다국적 기업의 경영 등에 관련된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This class covers the basic analytical techniques of international finance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an internationally 

oriented firm. Topics include: the spot market and triangular arbitrage, the forward foreign exchange market, balance of 

payments, exchange rate determination theory, European Monetary System and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 경제특강(500271)

Special Topics on Economic Issues

2017.02.21 15:18:591 / 6[Uca0402r]



한국경제, 세계 각국경제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유럽 단일통화 출범, 미국과 

세계경제, IMF와 한국경제, 다국적 기업 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This course discusses lots of current economic issues and topics about world economies. Among them are Asian 

economic crisis, introduction of Euro money, American economies, IMF's role in Korean economy, and multinational 

companies, etc.

● 공공경제학(500389)

Public Economics

공공부문의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살펴본다. 정부개입의 필요성, 외부경제, 공공 지출, 사회보장이론, 지방재정이론, 

사회보장제도, 지방재정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This class analyzes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s. The main topics of this class are external economies 

and taxation principle, tax reform and fiscal policy.

● 글로벌경제의이해(500692)

The World Economy in Historical Perspective

세계경제질서의 변모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대 세계경제동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18세기 중엽 영국 산업혁명 이후 중심국 경제권(Core Economies)이 득세하는 과정, 2차 대전 이후 주변국 

경제권(The Periphery)이 부상하는 과정, 그리고 양 경제권의 상호작용의 결과 형성되는 세계경제질서의 모습과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It focuses on the historical process by which nations interacted to create a world economy. How did core industrialized 

economics come to dominate the world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mid-eighteenth century? How did the periphery, 

or newly-industrializing economies, appear to react against core economies after the World War Ⅱ? Examines these and 

other questions, related to changing world economies.

● 산업경제론(501770)

Industrial Economics

기업의 경영 여건변화, 산업발전, 산업구조, 산업경쟁력, 산업정책 등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여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21세기 

새로운 산업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lass investigates how firms compete in markets. It combines theory with investigations of individual industries. The 

central issues concern firms' choices of price and quantity in markets where the assumptions behind perfect competition 

do not hold. These questions apply to a wide range of disciplines other than economics, most immediately to antitrust law 

and economics, business strategy and corporate governance.

● 시장조사론(502223)

Analysis of Market

시장의 구조와 수급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 수요예측등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련된 기법의 사용과 응용을 다룬다.

This course considers marketing research problems to help decision making. Surveys methods for finding market structure 

and demand-supply, analysing data, forecasting are investigated.

● 한국경제론(504214)

the Korean Economy

이 과목은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다양한 성장요인과 현재의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재정, 금융, 산업정책에 대하여 논의 한다. 또한 21세기의 

화두인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한다.

It enhances understanding of students by searching the major economic growing factors of the Korean economy, since 

1970’s. Following it, we also discuss on the possible threatening factors to Korean economy. Comparing both good or bad 

factors, we tries to derive the optimal fiscal, financial, and industrial policies. Moreover, we also deal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ind policies to overcome the waves of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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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금융론(504567)

Money and Banking

화폐의 개념, 통화량의 결정 원리, 국민 경제에 있어서 화폐 부문과 실물 부문과의 관계, 이자율의 결정 등에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금융 제도의 운용, 금융 시장의 구조, 금융 산업의 발전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금융 정책의 수단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

This class concerns the ways in which the monetary sector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an economy. It will examine 

demand for money, supply of money, interest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s.

● 환경경제론(504604)

Environmental Economics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 문제가 경제 사회 문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과 그 분석 방법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정책과 환경 규제 수단, 

환경 산업의 육성 방안, 국제 환경 규제와 방향을 검토, 제시한다.

How to understand, analyze and re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t introduces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industry and environment.

● 경제학연습(505068)

Practice of Economics

각종 경제 관련 시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문제의 유형 및 그 풀이과정에 대해서 공부시킨다. 심오한 이론적 분석보다는, 경제학 

관련 시험에 잘 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t is good for the students who want to take economics exam. Therefore it will review the type and solution of economic 

exams. It will focus on preparing for the economics exam instead of regular theoretical analysis.

● 금융시장의이해(505216)

Financial Market

금융 산업 및 금융시장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금융자산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단기 및 

개별 금융시장, 그리고 국외 금융시장에 대한 속성과 형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강의한다.

This class is intended to give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elements of financial markets. Various financial 

markets and instruments are considered, including the stock market, bond markets and commodity markets. The concepts 

of risk, return, and diversification are introduced. Examined are asset pricing theories (and evidence) and the efficiency of 

capital markets. Other topics include the risk and term structures of interest rates.

● 인력개발론(505218)

Analysis of Labor Markets

노동시장의 구조와 수요와 공급, 임금 수준과 구조, 고용과 취업의 형태, 근로 시간, 노동 복지, 노사 관계, 고용 제도와 관행, 

노동조합과 노동 운동, 단체 교섭 등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한다.

The main topics of this course are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s, demand and supply of labor markets, structure and level 

of wage, form of engagement and employment, working hours, welfare, and labor union.

● 문화경제학(505460)

Culture Economics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문화의 경제화)를 규명하는 동시에 경제발전과 문화예술의 상호 관련성(경제 및 경영의 문화화)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I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culture. Various topics can be dealt with in this course, such as “What 

do school teachers and Sumo wrestlers have in common?”, “What makes a perfect parent?” in the book, Freaknomics. It 

also deals with the trade of the cultural products, such as movies, dramas, cultural travel and Korean Han- Ryu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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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경제론(505461)

Venture Economics

이 과목은 FTA 등 경제블록의 강화, 지역별 성장 격차, 신기술산업의 발전, 기후변화등 세계 경제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벤처기업과 관련 산업의 대응과 구조 변화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제 사례를 학습하는 과목이다.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 전략에 

관한 일반이론, 벤처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Market), 

중소기업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실제 벤처기업 경영 

내용과와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study industrial and individual firms, structural changes of venture firms, with special focuses on 

such global issues as economic bloc, new technology industries, and climate changes. It includes new markets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idium enterprises such as venture capital, OTC(Over-the-Counter) market. This 

course also present best practices of domestic and foreign venture firms with relevant cases and knowledge.

● 컴퓨터와경제분석(505463)

Computer and Economic Analysis

경제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현상을 실증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과 그 실제 응용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현실 감각과 

분석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will raise the analysis skill and sense of real economy by studying example of real phenomena with statistical 

method. It 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y to analyze economic phenomena empirically.

● 규제경제학(507420)

The Economics of Rational Regulation

본 과목은 시장의 경쟁적 균형 및 효율적 운영이 실패하는 경우 정부의 합리적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시장구조와 산업의 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별 기업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세부 분야로는 비용분석, 시장수요의 결정 요인 분석, 시장 지배력, 정부규제의 시사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규제와 시장 

간여를 법 경제학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접근방법과 사례도 소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role of government in markets where competitive equilibria “fail.” In this 

course we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rket structure and industrial performance, including the strategic interaction 

of firms. We will examine the behavior of individual markets in some detail, focusing on cost analysis, the determinants of 

market demand, investment behavior, market power, and the implications of government regulatory behavior. The course 

will include basic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law and economics to explain the rationale of government regulation.

● 자원에너지경제학(507421)

Energy and Resource Economics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점차 고갈하는 특수한 재화이자 생산요소인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된 

시장을 연구하며, 자원 및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이해한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환경문제와 자원/에너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The energy and resources are the essential production factors, generally depleting over the time, for an economy.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role of energy and resources in markets as factors and individual goods and 

services. In this course we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cision making process of economic agents, and 

government involvement in energy and resource market. The course includes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ergy/resource markets to explain the rationale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dustrial organization.

● 특수시장분석론(507422)

Special Topics on Advanced Market Analysis

소비자이론, 생산이론, 산업조직론 등 기초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체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장형태와 산업조직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를 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함양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various market structures and economic aspects of industrial organization 

based on consumer theory, production theory, and industrial economics. This course also includes practical case studies 

of relevant topics from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wor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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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기업론(508296)

Multinational Corporation

기업과 산업 해외진출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고 선진국의 경험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성과, 당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means that a firm owns and controls businesses across the national board. Basic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Greenfield investment and eclectic paradigm, are first introduced. Then, FDIs implemented by 

Korean firms abroad and foreign firms in Korea are examined in light of origins, management and performance.

● 기업경제론(산학연계학)Ⅰ(509339)

Business economicⅠ

이 과목은 경제학의 이론을 현장 실무와 연계시키는 과목으로서 기업이나 정부, 공기업에서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게 되며, 과목의 특성상 실무자들이 가르치기도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integrated knowledge of economic theories, business practice and policies. 

As a way to deal with more cases of markets and organizations, practitioners often give lectures instead of professors.

● 기업경제론(산학연계학)Ⅱ(509340)

Business economic Ⅱ

이 과목은 경제학의 이론을 현장 실무와 연계시키는 과목으로서 기업이나 정부, 공기업에서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게 되며, 과목의 특성상 실무자들이 가르치기도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integrated knowledge of economic theories, business practice and policies. 

As a way to deal with more cases of markets and organizations, practitioners often give lectures instead of professors.

● 21세기금융경제론(509527)

Financial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이 과목은 경제학원론, 거시경제, 국제금융론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 방법론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귀식을 

재무경제의 이론(portfolio, CAPM, APM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 목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자유시장자본주의 (금융)경제학 분야를 비판하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 먼저 실증금융자료를 Excel을 이용하여 Regression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Portfolio, CAPM, APM이론을 

검토하고 효율적시장 가설을 분석한다. 

- 이후 자유시장자본주의가 금융에 어떻게 적용되었고, 해석되었으며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를 분석한다. 대안으로 

최근에 대두되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최근의 금융경제상황을 분석한다.

- 최근 현안인 Fed의 금리인상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및 글로벌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It suggests to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21st century economy, and the changing financial situation. It introduces 

the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first, and then enlarges it to analyzes Portfolio theory, CAPM, APM. The next job is to 

solve the current financial problems, caused by 2008 Financial Crisis, and introduces the new area of global financial 

market.

 The topics are such as:

1. Introducing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Excel.

2. Using Regression technique, analyzing Portfolio, CAPM, APM, OPM Pricing Models.

3. Neoliberal Economic thinking is evaluated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s, such as Post-Keynesian, Hyman Minsky, 

and Shiller

4. Discuss on the possibility of the interest rate increase in U.S.A and its possible effects on the world and Korean 

economy.

● 4차산업혁명론(509530)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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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 이에 따른 산업의 변화를 제시한다. 미래의 

유망직종과 이를 위한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유망산업과  미래의 자화상 예측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주제를 교수의 수업, 

학생의 발표, 학생들 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1. 2045년 미래의 신기술과 이에 따른 신산업은? 그리고 지구환경의 변화는?

2. AI로봇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와 소멸이 예상되는 일자리는?

3. 무인자동차. 전기 자동차. 유전공학, 신에너지등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 할 산업에 대하여 분석

4. 지속가능성장의 정의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 및 시장의 힘은?

5. 공유경제의 정의와 나타나게 된 배경, 향후전망과 공유경제로 인해 새로이 태동하는 산업은?

It suggests to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economy, the changing future economy, and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industries. It tries to find the promising jobs in the future, and searches the suitable jobs. The topics are 

such as:

1. What are the future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2. What kinds of jobs are created and are destroy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I robot?

3. Discuss on the futurs of AI, Robot, IoT, 3-D Printing, Genetic Engineering, New Energies industries

4.What will become the results of the sharing economy and following industries?

● 시사경제이슈(509824)

Seminar on Korean and World Economy

신문기사를 통해 한국과 세계의 최신 경제·경영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상식과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한다.

This course aims to, through newspapers, collect and analyze current information on economy and businesse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By doing so,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can improve their ideas and skills for future directions after 

graduation.

● 한국기업론(510042)

A Study of Korean Businesses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인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공부한다. 기업의 역사, 기업의 조직 및 소유?경영 지배구조, 

이윤극대 생산량의 결정, 시장과 기업, 한국 기업들의 경영 사례 등이 주요 내용이며, 특히 경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This course investigates various aspects of 'business' or firm, which is a core actor in the economy. Main topics to be 

addressed include: the history of business, organization, ownership and control, corporate governance, profit 

maximization, markets and business, and, most importantly, case studies of key busines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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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금융보험학(Banking & Insurance Major)

금융보험학과는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는 금융과 대표적인 위험관리수단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경제적 제도인 보험을 이론학습과 현장실무교육을 통하여 전문 금융보험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등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거시경제, 국제금융, 금융시장, 증권투자, 

재무설계 등 금융 및 증권 관련 과목과 보험계약, 리스크 관리,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험회사경영 등 보험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심화 교육한다.

■ 교육목표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발맞추어 도전하는 젊음과 패기를 바탕으로 40명의 정원으로 출발하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용성 중심의 학과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 약 287명의 졸업생들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체에 필요한 인재로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약 178명의 학도들이 금융계의 고급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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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금융보험학 (Banking & Insurance Major)

◎ 전공핵심

● 금융통계학(401522)

Financial Statistics

정보화시대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통계적 분석은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가 곧 수익률과 

위험을 결정하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통계학적 지식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먼저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데 

기초지식이 되는 미적분과 선형대수를 초급수준에서 다룬다. 다음으로 기초통계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자료에 

응용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추정과 가설검정의 원리, 회귀분석의 원리는 자료를 이용한 실습을 병행한다.

Understanding of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regression analysis, design and analysis 

experiment, categorical data analysis and non-parametric 

tests.

● 국제금융론(500636)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개방경제하에서 자금이전의 특징을 파악한 후 국민경제의 대외거래분석의 기본이 되는 환율, 국제수지 이론 및 정책, 국제통화제도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현상을 강의한다.

Covers the basic analytical technique of international finance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an internationally-oriented 

firm. Topics include: the spot market and triangular arbitrage, forward market,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 시장경제의이해(508972)

The Understanding of Market Economy

본 과목은 시장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결정구조의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투자와 생산 및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가 시장가격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밖에 계획경제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market economy, and study price mechanism of market economy which is 

controlled by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And this class covers to explain about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in 

which decisions regarding invest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based on supply and

demand, and how to determine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in a free market economy. In addition to this, this course is to 

study the meaning and differences of the planned economy and learn about the pros and cons of each.

◎ 전공심화

● 글로벌경제의이해(500692)

Understanding Global Economy

세계를 하나로 보는 글로벌경제 하에서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최신 국제경제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과목으로 

글로벌 무역시스템, 금융시스템 및 대내외 경제정책에 대해 강의한다.

A general study of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trade policy,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 금융기관경영론(500702)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e

증권투자 등 각종 금융시장 투자와 관련된 이론과 분석 및 평가방법을 강의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기법을 

응용하여 적용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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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es the portfolio theory for investors to select the best optimal portfolio under uncertainty and various asset pricing 

models - CAPM, APM, OPM to correctly estimate all types of securities in the capital market

● 기업가치평가론(500759)

Firm Value Evaluation

기업의 경영합리화, 국제경쟁력 제고 및 투자가들의 과학적인 투자결정을 위하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Examines the financial status for firms,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 and evaluations of firm value in the stock market

● 보험계약법(501498)

Law of Insurance Contract

보험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보험계약에 필요한 요소, 관계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체결 및 변경사유 등 보험계약에 관련된 전반사항에 대해 강의한다.

Concerned with law of insurance contract and rates, calculation for insurance contracts and rights.

● 보험업법(501501)

Law of Insurance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조직 및 그 행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보험사업의 감독법규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한다.

General aspects of law of insurance. Topics include: regulations, system and supervision law.

● 생명보험론(501830)

Life and Health Insurance

생명보험은 개인이나 가족의 사망 또는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준 보험료를 지불하는 제도로써 생명보험의 기술, 종류, 

보험료 산정, 계약자 배당 및 경영형태, 수리적 구조 등을 학습한다.

Examines the main features of life insurance. Covers important topics such as rate, terms and management behavior.

● 통화금융론(504031)

Money and Banking

통화이론과 금융이론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자산의 수요와 공급, 금융산업, 통화정책 및 실물경제와 금융현상을 상호 

연관시켜 강의한다.

Explains theories of money and banking, demand and supply for financial assets, financial industry,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aspects for real economy.

● 자동차보험론(505221)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 보험의 종류,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법, 사고 시 보험금의 처리, 보험료 산정 등 자동차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강의한다.

This course teaches kinds of automobile insurance, low of the Schadenersatz, low of traffic accident, compute premium 

and the way of provision about insurance money happened traffic accident.

● 보험이론및실무(505229)

Insurance Theory and Practice

보험의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 후 실제 보험산업 및 회사 실무에 필요한 언더라이팅, 수리, 계리, 상품, 자산운용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his lecture is about underwriting, mathematics, a prize, application of property, which need for Insurance Business or 

Business after learned basic Theory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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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경영론(505472)

Insurance Company Operations

보험회사에서 실제하고 있는 상품개발, 보험료산정, 마케팅,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보상처리, 재보험관계, 위험관리 등을 

학습한다.

Functional insurance areas of product development, rate making, underwriting, marketing, loss control, and claims are 

studied. Insurance company financial structure and operations analysis are also included.

● 금융재무설계Ⅰ(506495)

Financial Planning Ⅰ

본 과정에서는 개인재무설계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재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개인이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financial planning. And it facilitates the process of financial planning to active 

to financial goals. Topics include : financial planning process, investment planning, insurance planning, etc.

● 금융재무설계Ⅱ(506496)

Financial Planning Ⅱ

본 과정에서는 금융재무설계Ⅰ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은퇴, 부동산, 상속, 세금 등 실제 개인재무설계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practical processes of financial planning for students who have learned the financial planning Ⅰ. 

Topics include : retirement planning, estate and real estate planning, tax planning etc.

● 글로벌보험시장의이해(508300)

Understanding of Global Insurance Market

본 과목은 리스크관리와 보험을 국제적 관전에서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주제는 글로벌 보험시장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재보험 시장을 국가별, 대륙별로 커버하고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nterprise risk management is examined in a global economy, with an emphasis on risk management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also include an extensive review and comparison of life 

insurance, non-life insurance and re-insurance markets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financial service integration globally.

● 제3보험론(508751)

Health Insurance

제3보험인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에 관한 의의, 종류, 담보위험, 면책사항 등을 학습하여 제3보험 이론 및 실무를 익힌다.

This course offers several insurance programs at the undergraduate levels in the area of healthcare management. The grey 

zone insurance(accident/sickness/health insurance)'s definitions, covered risk, and exclusions are studied in this course.

● 글로벌이슈분석(509137)

The analysis of Global Issues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제경제 시사이슈들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해결점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This class studies current issues which associated with financial phenomena that occur in reality in Korea recently. 

Students discuss and analyze those issues in terms of global economy.

● 디지털금융의이해(509138)

Understanding of Digital Finance

최근 금융환경의 급변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금융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산업 (은행, 증권 및 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금융 현상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강의한다.

Covers the basic concepts, current issues and environmental facts for the digital finance with bank, secutity and insurance 

industries. We also covers the settlement systems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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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시장의이해(509621)

Understanding for Global Financial Market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투자, 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Examines the main featur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Covers the most important topics 

such as Foreign Exchange Market, Euro Market, Foreign Exchange Risk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금융보험Ⅰ(산학연계학)(509626)

Finance and Insurance I(Field Survey)

본 과목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취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특히 금융보험관련 이론과 

정책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금융회사의 방문을 통하여 실무지식을 높이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intoduces the theory and practical knowledge which is needed in order to get a job in fianancial institutions for 

senior students. For learning practical experiences, this class provides oppotunities that students visit 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 금융보험Ⅱ(산학연계학)(509627)

Finance InsuranceⅡ(Field Survey)

본 과목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취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특히 금융보험관련 이론과 

정책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금융회사의 방문을 통하여 실무지식을 높이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studies the climate insurance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is course offers a analysis of financial risk 

and risks fac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markets, as well as strategies that can be adopted for controlling and 

better managing theses risks. For this, this class provides intern projects with students who visit financial institutions and 

climate insurance related institutions for learning practical experiences.

● 금융자산의이해와관리(509628)

Undestanding  Financial Assets and Management

이 과정은 채권, 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자산관리방법을 적용하여 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various financial assets such as bond and ELS, and covers the practical asset 

management methods. Topics include: bond, ELS, and various financial assets, and real portfolio management 

techniques.

● 손해보험의실무(509803)

Non-Life Insurance

손해보험은 재산을 소유, 관리함에 있어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손해보험의 기본이론, 가격결정, 마케팅, 손해보상, 손해보험의 종류 등을 강의한다.

Examines the main features of Property Insurance. Covers the most important topics such as Automobile Insurance, 

Marin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 시사금융보험이슈분석(509825)

Analysis of Current Issues in Finance and Insurance

금융 및 보험에 관련된 시사적인 토픽을 선정하여 이론적 배경, 현황, 문제점, 영향과 효과 등에 관해 토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current issues in finance and insurance. This course provides more detailed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than of theoretical issues.

● 언더라이팅의이해(509859)

Under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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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 또는 계약선택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청약자로부터 제시된 위험을 선택하고 뷴류하는 과정을 말한다. 

보험사업에서는 언더라이팅을 통해 인수위험의 크기에 합당한 보험가격을 적용하여 보험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동시에 

보험가입자에 의한 역선택이나 도덕적하자드를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언더라이팅은 언더라이팅 기준의 

준수, 요율계층 내의 균형유지, 인수위험 사이의 형평성 유지 등과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언더라이팅의 개념

 - 위험의 선택

 - 언더라이팅의 필요성

Underwriting is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classifying exposures. It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operation of any 

insurance program, for unless the company selects from among its applicants, the inevitable result will selection adverse 

to the company.

 - Process of Underwriting

 - Underwriting Policy

 - The Agent’s Role in Underwriting

● 주식투자의이해와실제(509997)

Undestanding Stock Investment and Practice

주식투자의 기본적 개념, 주식시장의 구조, 기본적 분석 및 기술적 분석 등을 강의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모의투자를 시행한다.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stock market investment theories and practical methods. Topics include: stock market system, 

key concepts, forecasting methods and real investment techniques.

● 지역금융과실무(510000)

Local Finance and Practice

본 과목은 지역금융의 의미와 관련된 이슈를 학습한다. 또한 지역금융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슈를 학습하고 지역금융현황에 대해 

공부한다. 지역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공부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y the issues related to the meaning and situations of the local finance. In addition, This 

course focuses to understand the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of local  finance in the Korea Economy. This class also 

learns the actual businesses in local finance institutions.

● 펀드매니징이슈와실무(510032)

Fund Managing Issue and Practice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업무, 역할, 시장분석 등을 강의하고, 실제적인 펀드매니저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강의한다.

Examines the main features of fund manager’s role, practice and market analysis. Covers the most important topics such 

as practical overview and investment techniques fo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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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재무부동산학(Finance & Real-estate Major)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및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재무부동산학전공은 기업가치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정보기술과 금융산업의 

노하우를 접목한 기업재무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취적이고 창의력 있는 재무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부산지역 내 최초로 부동산학과를 개설한 본 대학에서 부동산교육을 특화하여 다변해 가는 부동산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부동산이론을 연구하고 더불어서 부동산실무 임장활동 현장실습을 함으로써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재무부동산학과는 2001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에 발맞추어 40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현재 1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현장중심 전공이다. 재학 중 취업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유망 자격증 

취득과 함께 영어등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과 교수들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들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과 

건설회사, 부동산개발업체 등의 금융기관과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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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재무부동산학 (Finance & Real-estate Major)

◎ 전공핵심

● 경영통계학(400646)

Management Statistics

경영학, 특히 재무학 및 부동산학과 관련되어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기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다루는 주제는 

1) 기술통계학 -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2) 정규분포, t 분포 등 확률분포, 

3) 구간추정과 가설검정, 

4) t 검정과 회귀분석 등이다.

This course targets to systematically study the in-depth topics related to data analysis and decision making techniqu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financial and real estate field. Topics to be dealt,

1) descriptive statistics, e.g.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2) probability distribution such as normal and t distribution,

3) interval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4) t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 부동산중개활동론(401552)

Real Estate Brokerage

부동산 중개활동론은 토지 및 주택의 거래를 중개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의 원리, 중개업법령 등 부동산중개활동과 관련되는 제반 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basic introduction to real estate brokerage. Students will study economic principles and 

the system of real estate brokerage.

● 재무관리(503207)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다.

Explores optimal investments, financing and dividends, decision-making of financial managers, and maximization of firm's 

value and shareholders' wealth.

◎ 전공심화

● 회계원리(400610)

Accounting Principle

기업경영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변화와 그에 따른 회계현상을 숫자로 된 회계정보로 전환하여, 그것을 기업의사결정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인 회계학의 기초원리와 배경지식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fundamental concepts in accounting, such as accounting postulates, 

concepts of assets, liabilities, equities, income, expenses, etc. This course will discuss, in particular, the whole 

accounting cycle from recording business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현대금융론(400715)

Modern Financial Economy

급변하는 국내?외의 금융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기초개념과 이론을 습득하고 Case Study를 

통해서 이론과 현실경제의 접목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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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ed to giv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basic elements of financial economy. Various financial markets and 

instruments are considered, including the stock market, bond markets and commodity markets. The concepts of risk, return 

and diversification are introduced.

● 부동산경제론(401034)

Real Estate Economics

경제학의 이론들을 부동산학 분야에 응용하는 연계성에 그 초점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이론과 부동산경제, 토지이용,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분석, 부동산가치에 관한 이론, 부동산투자의 경제적 측면, 부동산산업의 생산성 문제, 부동산시장에의 

정부개입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This course focused on interscience study on economics and real estate. Students will study theories on the real estate 

economics, analysis of real estate market, and valuation of real property.

● 생애자산설계(401036)

Lifecycle Asset Planning

재무설계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 가진 금융 및 실물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basic introduction to asset planning through whole life. Students will study basic 

concept of financial management and theory of lifetime asset planning.

● 감정평가론(500102)

Real Estate Appraisal

부동산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평가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한다.

It studies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of real estate estimation after changed value of real estate into price.

● 민법(501382)

Private Law of Property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사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법조문 해석과 실제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한다.

It teaches tests of Law and real cases easily, which are based on Real Estate Law.

● 금융위험관리(505111)

Financial Risk Management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자산의 리스크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과 파생상품에 의한 위험관리 및 VaR (Value at Risk) 등의 위험관리 기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Increasing uncertainty of financial market enhanc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This subject catches up 

this trend by means of studying risk management by derivatives and the VaR (Value at Risk) technique not alone tradi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 선물·옵션론(505235)

Futures and Options Markets

본 과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기본구조와 가격결정이론에 대하여 학습하고,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및 위험관리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의 구조와 가격결정이론,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채권가격결정과 듀레이션, 이자율 기간구조모형과 금리 파생상품, 이항옵션모형과 Black-Scholes모형, 내재 

변동성과 변동성의 추정방법, 수치해석방법에 의한 옵션가격결정,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의 평가방법, 금융위험관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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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study of basic structures and pricing theories for financial derivatives such as options, 

futures, forward, and swap contracts. Students will also discuss real-world applications of these derivatives to arbitrage 

transactions, and risk management. Topics include basic pricing theories for the derivatives, arbitrage vs. hedge 

transactions, bond pricing, duration,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interest rate derivatives,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vs. Black-Scholes model, implied volatility, numerical analysis, market risk vs. credit risk, and several cases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 가치평가론(505474)

Valuation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인 투자분석과 가치평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투자평가의 할인법과 

비할인법, 불확실성하의 투자의사결정, 자본할당, 자본비용 등의 가치평가기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master theories and techniques of investment analysis and valuation. Students will study 

discounting and non-discounting techniques of investment appraisal, investment decision making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capital rationing, and the cost of capital.

● 부동산개발론(505477)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적, 재무적, 법적 타당성분석의 과정을 이론을 통해 연구한다. 시장조사(수요, 공급조사), 설계, 

자금동원, 시공 분야 관리의 사업흐름에 의거한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It analyzes and studies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echnically, financially, legally. It shows understanding of 

practical affairs according to marketing research(demand & supply), design, capital and construction.

● 부동산금융투자론(505833)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

부동산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고찰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증권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과학적인 부동산투자의 이론과 기법을 익힌다. 그리고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상호 비교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Understanding and practice on securitization of real estate. Also study most optimal portfolio in real estate investment.

● 부동산조세론(506502)

Real Estate Tax

부동산의 취득, 보유, 매매 등의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과목으로 부동산세제의 기초이론과 부동산 조세체계, 

과세방법 등을 수업하고 부동산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강의한다.

It is an important subject for practical affairs such as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action of real estate, and runs basic 

theory of real estate tax, tax organization and taxation. And, it also explains tax about acquisition, possession and 

assignment.

● 시사재무부동산(506507)

Recent Issues of Finance and Real Estate

재무와 부동산에 관련된 최근의 Hot Issues를 정리하고 이러한 이슈가 기업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강의한다. 강의 주제는 국내 및 국제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We deal with hot issues of corporate finance and real estate. Also study influence and future prospect on corporate and real 

estate market which these issues.

● 부동산공법론(506856)

Real Estate Public Law

부동산은 그 특성상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유권에 많은 제한과 규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된 공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계법규들을 해설 중심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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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has sociality and public spirit, hence it has been restricted and regulated proprietorship for the public goods. 

Therefore, this lecture show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ur life for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real estate.

● 투자론Ⅰ(507802)

Investment Theory and Practice Ⅰ

이 과목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한다. 투자의사결정이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도적인 세부사항보다는 투자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며, 분석의 대상은 주로 주식과 

채권이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necessary background in bo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ich involves choosing and evaluating investment portfolios. It is designed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with which one can view the investment process, rather than the nitty-gitty institutional details.

● 투자론Ⅱ(507803)

Investment Theory and Practice Ⅱ

현대투자이론의 중요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실제적 유용성을 논의한다. 포트폴리오이론, 자본시장이론, 금융공학이론을 포함하여 

증권시장의 역할과 기능 및 형태가  다루어진다. 증권시장 상품인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에 대한 투자분석이 토의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concepts related to financial instrument such as stocks, bonds, and derivative 

securities and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evaluating financial investment opportunities. Topics include portfolio theory, 

CAPM,  APT, market efficiency, bond pricing and derivative securities pricing.

● 부동산계획론(508304)

Real Estate Planning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계획 개념의 변천, 도시성장과 그 특성, 경제발전과 도시의 기능, 과학적인 도시계획방법(인구추정, 

도시경제분석, 토지이용계획의 작성, 교통계획, 공간녹지계획) 등 부동산 및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이론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on the aspect of real estate. Students will study history 

and scientific methods of urban planning.

● 부동산마케팅론(508305)

Real Estate Marketing

부동산은 소비보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되며, 구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요소로 인해 일반적인 

마케팅과 구분되는 부동산 마케팅을 마케팅믹스, 소비자행동분석, 부동산광고 등을 통해 연구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basic introduction to real estate marketing. Students will study marketing mix strategies, 

analysis of consumer's behavior, and real estate advertising.

● 거시경제의이해(509136)

Understanding of Macro-Economy

국민소득의 결정, 저축, 투자, 고용, 물가수준, 환율, 국제수지, 경제성장 등에 관한 거시분석의 이론전반을 학습하고 경제발전과 

안정,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실물경제와 연관지어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각종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해 강의한다.

An intermediate course in macroeconomics analyzes basic models of income determination which attempt to explain how 

the price level, the interest rate and the level of output and employment are determined.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models and competing theories are compared.

● 재무부동산현장실습Ⅰ(산학연계학)(509349)

Finance and Real-estate PracticeⅠ(Field Survey)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수한 재무이론과 부동산학 지식을 기초로 하여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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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and Real-estate PracticeⅠ(Field Survey) is intended to increase practice mind through field experience, and to 

increase capacity to solve main problems in the finance management real estate industry.

● 재무부동산현장실습Ⅱ(산학연계학)(509350)

Finance and Real-estate PracticeⅡ(Field Survey)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수한 재무이론과 부동산학 지식을 기초로 하여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Finance and Real-estate PracticeⅡ(Field Survey) is intended to increase practice mind through field experience, and to 

increase capacity to solve main problems in the finance management real estate industry.

● 부동산공시법(509731)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등기제도와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필수적인 단계인 지적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한다.

It show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utilization of real estate, which are for taking approval of proprietorship, and 

land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a step for development.

● 부동산자산관리론(509736)

Real Estate Property Management

투자, 운용, 재활용, 처분 등을 통하여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부동산 자산관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부동산 유형별 이론을 강의한다.

It is to get theory about property management or knowledge of practical affairs. especially, it compares special features of 

real estate materially and shows a method for efficient management.

● 부동산정책분석(509737)

Real Estate Policy Analysis

부동산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정책을 분석하는 

교과목으로 토지소유, 지가상승, 토지투기문제 등의 토지정책과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시장, 각국의 주택정책 등을 다루는 

주택정책으로 나누어 강의한다.

This is to solve real estate problem, which might be occurred between real estate and people, reasonably and objectively. 

It divides into land policy, which is about problem of possession, price, investment and etc., and housing policy, which is 

about demand, supply, market, policy of other countries and etc.

● 부동산학연습(509738)

Practice of Real Estate

부동산학 관련 시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문제의 유형 및 그 풀이과정에 대해 강의한다. 심오한 이론적 분석보다는, 부동산학 

관련 시험에 잘 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t is good for the students who want to take Real Estate exam. Therefore it will review the type and solution of Real Estate 

exams. It will focus on preparing for the Real Estate exam instead of regular theoretical analysis.

● 재무학연습(509954)

Practice of Finance

재무학 관련 시험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문제의 유형 및 그 풀이과정에 대해 강의한다. 심오한 이론적 분석보다는, 재무학 관련 

시험에 잘 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t is good for the students who want to take Finance exam. Therefore it will review the type and solution of Finance exams. 

It will focus on preparing for the Finance exam instead of regular theoretical analysis.

● 화폐금융의이해(510076)

2017.02.21 15:18:595 / 6[Uca0402r]



Introduction to Monetary Economics

화폐의 개념, 통화량의 결정원리, 이자율 결정 등 화폐부문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통화정책 및 실물경제와 

금융현상을 연계시켜 연구한다.

Concerns the ways in which the monetary sector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an economy. Examines demand for 

money, supply of money, interest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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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Department of Real Estate-Finance-Assets Management)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경력이 있으면서 산업현장 등의 근로 등의 사유로 학문탐구를 미뤘던 산업체 재직자 및 

자영업자등에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부동산, 금융, 자산경영의 학문적, 실무적 내용을 

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산업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창의적, 실무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산업맞춤형 인재로 양성을 

교육목표로 함.

■ 교육목표

-  2014.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개설 확정  

-  2015.04.30  학과홈페이지 개설 

-  2015.09.09.  제1기 입학희망자 수시모집

-  2015.11.22  면접고사

-  2015.12.08  합격자발표

-  2015.12.10  2017학년도 입학정원 65명으로     증원 예정

-  2016.03.02. 제1기 입학식(50명) 예정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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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Department of Real Estate-Finance-Assets Management)

◎ 전공핵심

● 부동산과자산경영의이해(401551)

Introduction to Real Estate and Asset Management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연구방법론, 부동산업 경영, 마케팅, 평가, 중개, 권리분석, 입지선정, 부동산금융, 부동산관리, 부동산투자, 

부동산정책, 부동산 조세 등 부동산학의 기초 입문 과목으로서 부동산과 자산경영의 이해를 돕는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As a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studies such as real estate concept and features, research methodology, real estate 

business management, marketing, evaluation, brokerage, analysis of rights, location selection, real estate finance, real 

estate management, real estate investment, real estate policy, real estate tax Learn the general knowledge to help 

understanding of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 수익형부동산투자실무(509361)

Profitable Real Estate Investment Practice

수익형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표 상품인 오피스텔, 빌라, 그밖의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용 오피스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사례와 특징별 투자 전략과 함께 수익형부동산의 투자실무를 강의 한다.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rofit-type real estate and investing cases in various real estate such as office buildings, 

villas, other shopping streets, urban-type dwelling houses, business offices, etc. and investment strategies by 

characteristics and profit type real estate Lecture on investment practice.

● 부동산권리분석(509372)

Real Estate Rights Analysis

부동산 활동 중에서 법률 측면이 강조되는 분야이며 부동산 평가활동, 부동산 중개 활동 및 부동산 상담 활동 등 거래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특히 부동산 공법상 규제관계 및 부동산 소유자 및 그에 관계된 기타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부동산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It is an area that emphasizes legal aspects of real estate activities and supports activities such as real estate assessment 

activities, real estate agents and real estate consulting activities.In particular, it is taught how to analyze real estate 

activiti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regulators and other relevant rights related to real estate 

ownership and other relevant rights related to ownership of real estate.

● 실전부동산공법(509375)

Real Estate Public Law

부동산공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부동산정책 각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국가는 사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적규제를 통하여 국토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을 학습하여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Real estate public law is the regulation on land and buildings covering every side of real estate policy. About real estate 

which is private property, a government tries to achieve a goal of real estate policy concerning conserving and using the 

land by various public regulations. Students understand the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 and improve an ability to make 

the best use of it through learning the law on land planning and usage, city development, environmental arrangement of city 

and residential area, construction, housing, agricultural land and etc.

● 주택임대사업의이해(509377)

Understanding of Housing Leasing Business

주택임대사업의 이해와 임대아파트 개요, 주택임대사업의 종류 및 사업 절차,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을 학습하고 임대주택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의 방향을 습득한다.

2017.02.21 15:18:591 / 6[Uca0402r]



Types of housing leasing projects and business procedures、types of public leasing projects and business 

procedures、types of housing leasing projects and business procedures.

● 판례중심민법(509378)

Civil law Centered on Judicial Precedents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권리분석 및 계약에 관한 사법적 문제를 민법을 판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민법총칙, 부동산물권, 

부동산계약법 총론, 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 관련 법률, 부동산계약 실무 등을 연구한다.

Lecture on judicial cases concerning judicial problems on real estate transaction rights analysis and case centered on civil 

law. The main contents are to study general law of civil law, authority, general real estate contract law, law on lease of 

houses and shopping districts, practical real estate contract etc.

◎ 전공심화

● 부동산개발실무(506506)

Real Estate Development Practices

부동산학 전공수업을 기본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실무응용과목이다. 아파트개발사업, 도시재개발, 재건축, 레저시설개발, 

상업시설 개발 등을 계획에서부터 건설, 마케팅, 분양까지 일련의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It is a subject of applied practical affairs for real estate development based on major of real estate principle. This shows all 

process based on practical business, which are from plan, construction and marketing for apartment development, 

downtown development, reconstruction, leisure facilities development and other development, to sale in lots.

● 감정평가및보상법규(509351)

Appraisal and Indemnity Regulation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가치이론, 평가이론, 자본환원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의 평가방법을 연구한다.

Evaluate the basic theory of valuation of valuation and assessment of real estate value of real estateEvaluate methods such 

as value theory, valuation theory, capital reduction method, market approach, cost approach, etc.

● 경매와NPL투자(509352)

Auction and NPL Investment

부동산의 경매와 NPL 투자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축적과 함께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의 경매와 NPL 투자에 

관련된 용어 및 절차, 경매와 NPL 투자를 통한 부동산 취득의 이점 및 위험, 권리분석, 경매와 NPL 투자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 

방안 등을 연구한다.

The accumulation of practical knowledge on the NPL of real estate and investment in real estate is allowed to foster 

practical skills.Research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eal estate auctions and NPL investment, auction and 

equity investment through auction and NPL investment, and maximizing profit and equity investments through investments 

and equity investments.

● 글로벌보험(509353)

Global Insurance

국내외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추세와 그 동향을 파악하여 보험을 국제적 관전에서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산업의 

변화추이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슈를 분석, 정리, 비교하여 글로벌보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The aim is to understand the trends and trends of the global and foreign insurance industry and to learn about the global 

insurance.Analyze and refine the changes in the insurance industry's fundamentals, analyze, compare, and compare 

various, in-depth issues, to the basics of global insurance.

● 부동산e비즈니스기법(509354)

Real Estate Busines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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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사업의 e비즈니스 사고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 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 e비즈니스 응용에 필요한 

이론적 분야와 부동산 e비즈니스 구현에 필요한 기반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 마케팅,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을 

학습한다.

Various techniques such as e-commerce, e-commerce, and specialized skills needed to combine real estate expertise 

and expertise in real estate business require diverse techniques such as Internet marketing, e-commerce, and 

e-commerce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real estate fields needed for real estate business applications.

● 상권분석과점포개발(509359)

Commercial Analysis & Store Development

상권의 기초 이론과 점포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상권분석과 입지조건 분석 실무, 상권 입지분석 시스템 구축과 

점포 개발에 관한 이론을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Based on the basic theory of basic theory and basic theory, the basic theory of market analysis and location of commerc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theory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mercial distri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mercial development system.

● 세계중심글로벌경영(509360)

Global Global Management

글로벌경영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글로벌경영의 기초이론이나 원리를 정확히 이해시킴으로써,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사회를 좀 더 자세히 파악 및 분석하는 힘을 길러 세계중심글로벌경영의 경쟁력 제고에 학습 목적이 있다.

Learning to better understand and analyze the fundamentals of global management and grasp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global management and the principles of global management of global operations, the focus is o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business and the ability to analyze and analyze the global economy.

● 시사부동산정책분석(509362)

Real Estate Policy Analysis

부동산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정책을 분석하는 

교과목으로 토지소유, 지가상승, 토지투기문제 등의 토지정책과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시장, 각국의 주택정책 등을 다루는 

주택정책으로 나누어 강의한다.

This is to solve real estate problem, which might be occurred between real estate and people, reasonably and objectively. 

It divides into land policy, which is about problem of possession, price, investment and etc., and housing policy, which is 

about demand, supply, market, policy of other countries and etc.

● 실전부동산마케팅연습(509364)

Real Estate Marketing Practice

부동산 마케팅의 기초이론과 활용방안을 학습하고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마케팅과 관련된 소비자 및 시장분석, STP과정, 

마케팅전략의 수립, 마케팅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행 등을 연구한다.

Learn and study the fundamentals of real estate marketing and utilization. Research on marketing and marketing analysis, 

marketing strategies, marketing strategies, marketing strategies, and execution of the marketing and marketing aspects 

associated with the marketing of real estate.

● 실전자산운용전략(509365)

Asset Management Strategy

실전 자산운용전략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의 운용 및 투자전략을 학습하며, 또한 금융상품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자산운용 및 전략의 이해, 주식, 채권 운용 및 투자전략, 파생금융상품 운용 및 투자전략,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한다.

In practice asset management strategies, it learns the operation of the stock, bonds, derivatives and financial instruments, 

and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struments.Analyze the interests of asset management and strategies, 

equity, bond operations, and investment strategies, financial instruments,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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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프로젝트Ⅰ(509368)

Field ProjectⅠ

구체적인 현장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정보수집과 분석, 현장 적용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구상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체득시키려는 학습지도방법이다.

It is a method to systematically educate and analyze various real estate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specific 

on-site learning and analysis,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 현장프로젝트Ⅱ(509369)

Field ProjectⅡ

구체적인 현장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정보수집과 분석, 현장 적용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구상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체득시키려는 학습지도방법이다.

It is a method to systematically educate and analyze various real estate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specific 

on-site learning and analysis,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 현장프로젝트Ⅲ(509370)

Field PojectⅢ

구체적인 현장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정보수집과 분석, 현장 적용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구상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체득시키려는 학습지도방법이다.

It is a method to systematically educate and analyze various real estate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specific 

on-site learning and analysis,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 현장프로젝트Ⅳ(509371)

Field ProjectⅣ

구체적인 현장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정보수집과 분석, 현장 적용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구상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체득시키려는 학습지도방법이다.

It is a method to systematically educate and analyze various real estate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specific 

on-site learning and analysis,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related knowledge.

● 부동산경영관리론(509730)

Real Estate Business Management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기초이론과 이를 토대로 한 토지관리 및 건물관리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그 이론을 탐구하며 특히 법률, 경제, 

기술 및 경영 보존, 유지와 신탁제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We will explain the theory systematically about basic theory for real estate management and land management and 

building management based on this, and lecture on law, economics, technology, conservation of management, 

maintenance and trust system, among others.

● 부동산금융론(509732)

Real Estate Financing

부동산 활동 주체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택금융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주는 선진 금융기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금융시장에서의 장기 자본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및 자산 유동화 부동산 개발 금융조달 기법으로 P/F Loan, P/F ABS, P/F ABCP, 

REITs, 및 주거용 장기모기지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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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ethod of financing real estate activity entity, lecture focusing on advanced financial techniques that will adjust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finance. The main contents are P / F Loan, P / F ABS, P / F ABCP, REITs, and housing 

long-term capital markets and short-term financial markets and asset securitization in financial markets,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e procurement methods Learn housing loan etc.

● 부동산기술론(509733)

Real Estate Technology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및 설계, 감리 등 토지이용 활용방안 계획수립을 연구한다.

Study district unit plan and design plan for land use plan, such as design and supervision according to land use plan.

● 부동산시장분석(509734)

Real Estate Market Analysis

부동산과 관련된 조사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및 자료수집방법, 

설문조사, 설문지의 작성방법, 면접 및 실사 방법, 설문지의 분석방법 등을 학습한다.

Study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method related to real estate. Specifically, we will learn various investigation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questionnaire surveys, questionnaire creation methods, interviews and survey methods, 

questionnaire analysis methods, etc. for real estate.

● 부동산입지선정론(509735)

Selecting Real Estate Location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토지이용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입지를 분석하는 이론을 

습득하고 주거지, 상업지 그리고 공업지 등의 입지에 대해 실무적 지식을 학습한다.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nd fairness of land use according to the type of real estate, it learns the theory 

of analyzing the loc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learns practical knowledge about the place such as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and industrial area.

● 생애설계사례실무(509770)

Lifetime Design Case

생애 설계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생애 설계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꿈을 미리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생목표설정 및 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다.

Learning about the basic concept of life design and designing a career plan for designing and formulating a lifetime plan for 

design and design of life, one can learn the know-how for the creation and realisation of life in the near future.

● 절세와세테크(509982)

Tax Saving&Tax Technology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및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즉 취득, 보유, 개발 양도 시에 발생하는 세제에 대한 이해제고 및 

효과분석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We will conduct research on real estate related tax system and application method. In other words, lecture on the theme of 

understanding improvement of detergent and analyzing effect generated at acquisition, possession and development 

transfer.

● 핵심부동산분쟁의이해(510055)

Understanding of Real Estate Disputes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 등 부동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방안과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The institution focuses on cases of various real estate related disputes in real estate activities such as real estate 

transactions or rental deals, and how to prevent disputes in cases related to conflict, and identify cases related to research 

an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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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실무기초(510089)

The Practice and Basics in Real Estate Investment

본 교과 과정은 부동산투자의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심화과정입니다. 또한 경제환경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반으로 주거용 부동산, 임대부동산, 해외부동산, 부동산금융상품 등까지 투자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This curriculum combines theory and practice of real estate invest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its imp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you will learn basic knowledge of investment in residential real estate, rental real 

estate, overseas real estate, and real estate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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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무역·유통학부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 Distribution)

◎ 전공핵심

● 물류학개론(400892)

The Principles of Logistics

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역사를 학습하고,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및 물류정보와 같은 물류의 기본 기능들을 

이해함으로써 국제물류 전반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subject is targeting to acquire basic knowledge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In this subject, study the general theory 

and history of logistics, also learn the basic function of logistics, such as transport, storage, packing, loading & 

discharging, information system of logistics, etc.

● 무역원론(401542)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무역원론은 국제무역이론, 무역실무와 국제경영 등 무역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체계에 대한 전 분야를 다루는 무역학의 

입문과정이다.

Covers studies on basic concepts and system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international trade and practice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as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 유통학원론(401575)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유통학의 입문과정으로서 유통부문 전반에 걸친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지식체계를 습득 함으로써 전공과정에 

대한기초를 확립한다.

Explores the various data and information about distribution areas and puts them in practical use through the POS, 

distribution VAN and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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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무역학(International Trade Major)

무역학과는 이론을 겸한 철저한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각자의 잠재적 재능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상학,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어학 및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목표

1979년 창설된 무역학과는 2015년 8월까지 1,938명의 졸업생(상학사)을 배출하였고, 현재 271여명의 학생이 무역학과에 재학 

중이다.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경제학과와 통합하여 경제‧무역학과로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1995년 무역사례연구회라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무역실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 및 분쟁 등 제반 상황에 

대해 연구하며 산업체 및 항만견학,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지금까지도 학술제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취업과 자격증을 위해 2013년 무역실무마스터연구회를 조직하여 관세사,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외환관리사 등 무역‧물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공공기관, 통상 관련 전문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영역 진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신탁기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선물거래소, 해운‧선박회사, 교수, 중등학교 상업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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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무역학 (International Trade Major)

◎ 전공핵심

● 미시거시경제학(401544)

Micro․Macroeconomics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시장이론을 토대로 하는 미시경제와 다양한 경제현상의 변화와 원인 및 정책 등을 분석하는 

거시경제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국제무역과 국제경제의 이론적 개념과 응용지식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둔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basic concepts of microeconomic and macroeconomic theories and issues for 

students who to take the courses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in higher grades.

● 국제경영학(500626)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국제경영의 성장, 다국적기업의 본질, 국제무역이론, 다국적기업의 문화적?경제적?정치적?법률적 환경, 국제경영전략, 다양한 

해외시장진출전략, 국제인적자원관리, 국제생산관리 등을 이해하게 하고, 범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경영자를 양성함에 목표를 둔다.

The goals of international business are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essen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culturalㆍeconomicㆍpoliticalㆍlegal environments,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 strategies entering foreign markets,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production management, and to foster managers with global perspectives.

● 무역실무(501248)

International Trade and Practice

국제 무역 거래의 실제와 관습, 해외 시장 조사, 무역 거래 조건, 통관 절차, 해상 운송 및 무역 거래의 실무적 부분을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A general practical overview of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such as export and import, letters of credit, incoterms, marine 

insurance, trade customs and trade contracts.

◎ 전공심화

● 관세론(500498)

Tariff Theories

관세의 종류, 기능, 효과 및 관세에 관한 제 학설, 관세 정책, 비관세 장벽의 종류와 효과, 관세 동맹, GATT 및 UNCTAD와 관세,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 제도 등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ncludes tariff barrier and non tariff barrier theories, behavior, institutions,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theories 

and negotiation strategies and trade round and tariff law.

● 국제경제학(500631)

International Economics

개방 경제학의 경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역 발생의 원인, 무역의 패턴 및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다루는 국제 무역론, 국제 

수지와 외환, 국제 경제 질서,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한다.

A general study of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trade policy,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 국제무역론(500641)

International Trad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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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형성에 관한 제반 무역이론과 국제무역정책적 측면에서 관세 및 비관세, FTA 등의 경제통합,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및 

발전 등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사례를 다룬다.

Covers General studies of neoclassical and modern trade theories, trade policies, economic integration, trade an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 국제운송론(500652)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국제운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상운송을 위주로 그리고 국제물류의 주요 분야인 운송?보관?하역?항만?정보의 각 분야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해상운송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의 권한과 책임, 해상운송업체의 운임결정, EC, TRS, GPS 등 정보 운영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General studies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it is cor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dd to studies International Logistics' 

major parts, that is, transportation, warehousing, discharging, port, information. Specifically carrier's and owner'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e marine transportion, shipping company's freight decision, EC, TRS, GPS etc.

● 마케팅원론(501169)

Principle of Marketing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국민 경제와 소비 생활에서의 역할을 이해시킨다. 유통문제, 

마케팅의 기능, 소비자주의, 사회 마케팅 및 농수산물 마케팅 등을 강의한다.

Introduces basic definitions, concepts and logic before they can apply them in the analysis of marketing problems or 

attempts to marketing plans.

● 무역결제론(501237)

Credit Settlements

국제 무역 거래에서 이용되는 무역 결제 방법을 송금 방식, 추심 방식 그리고 신용장 방식으로 구분하여 그 장?단점을 이해하고 

특히 신용장 실무 관습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한다.

Understanding of theory of credit in commercial trade and related practice ; study of method of operation.

● 무역법규(501243)

International Business Law

무역 거래에 필요한 세 가지의 무역 법규인 무역 거래법, 관세법, 외국환 관리법 등의 국내법과 무역 관계 국제 법규에 대한 체계와 

적용을 연구한다.

A study of foreign trade law, 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 and tariff law.

● 무역보험론(501246)

Foreign Trade Insurance

해상 보험의 개념과 해상 위험의 종류, 위험에 의한 손해의 분류, 부보 조건, 보험 기간, 보험 실무 등을 해상 보험 증권 및 보험 

법규를 중심으로 다룬다.

Covers the various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 in trade transactions, insurance procedures and insurance 

law(MIA).

● 무역실무사례(501251)

Case Study on Trade Practice

무역 실무 전 분야에 따른 제반의 문제를 무역 단계별 사례 연구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한다.

General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trade contracts, trade claims and commercial arbitration issues.

● 무역영어(501254)

International Trade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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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 이용되는 무역 통신문의 작성 요령을 무역 거래의 단계별로 무역 영어의 해설과 문서 작성, 무역서신, 전보문, 

텔렉스문 등의 작성 능력을 기르게 한다.

Practice of trade-related English by acquiring knowledge of trade and relevant English terminology.

● 시사국제무역(502201)

Current International Trade

최근의 국제 및 세계무역의 이슈와 국제지역문제에 대한 동향을 연구하고 국제무역이론을 현재 무역이슈에의 응용을 도모한다.

An overview of current international and world trade issues, international regional areas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to current trade issues.

● 외환론(502675)

Foreign Exchanges

외환론의 개념과 기능, 환율 결정 이론, 외국환 은행의 기능과 역할, 국제 금융 시장의 현황 및 접근 방법 등을 연구한다.

Theory and policy on various fields of foreign exchange theories and financial management, foreign exchange exposure 

and risk, hedging strategies such as forward exchange transactions, futures and option transactions and swap 

transactions.

● 인터넷무역(502974)

Internet Trade

인터넷무역은 전자상거래의 한 개념으로서, 주로 기업 간 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를 말하며 인터넷을 통해 가격상담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대금결제도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의 한 형태로서 주로 전자문서교환, 국제사이버거래 등을 다룬다.

Focuses on internet trade, economic commerce and EDI, international cyber marketing.

● 한국무역론(504230)

Korea International Trade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한국 경제의 성장과 무역과의 관계, 한국 무역의 구조적 특성 및 당면 과제, 한국 무역 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선되어야 할 무역 정책의 방향을 연구한다.

Examines Korean trade policies, Korean trade characteristics, Korean trade institutions and roles of Korean export on 

Korea's economic growth.

● 글로벌경영전략(507592)

Global Management Strategy

글로벌경영환경은 세계화(WTO)와 지역화(EU, NAFTA), 기술의 급변화, 수요의 개성화 등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문화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될 전망이다.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기업전략, 신산업진출전략,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경쟁우위확보전략 등에 대한 국제경영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교육하고자 한다.

eneral studies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Knowledge and Strategic thinking with connect to Global Enterprise Strategy, 

New Industry Marching Strategy, Enterprise's Foreign Marching Strategy, get competition advantage security strategy.

● 동아시아지역경제론(508176)

Regional Economics in East Asia

동아시아 경제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기초하여 한?중?일과 북한, 동남아시아국가 간 다자간 또는 쌍무적 FTA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여건과 무역환경, 한국의 동아시아경제중심정책 등에 관한 주제들을 학습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무역환경에 대한 

이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ultivates the students' ability of understanding on the trade environment of East Asia through studying the 

subject of Korea's foreign economic policy to East Asia, and economic integrations in East Asia i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FTA.

2017.02.21 15:18:593 / 5[Uca0402r]



● 국제통상정책론(508177)

International Commercial Policy

무역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정책의 특징과 목표, 여러 형태의 무역 정책 수단과 효과가 국내 경제 및 국제 

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무역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Genenal studies of pure and political trade policies such as tariff and non tariff theories, rent-seeking theories, regional 

trade arrangement, trade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trade round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본 강의는 무역학에 있어서 고급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은 이론과 실무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를 논의한다. 그리고 

무역 기획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과목으로 각자 또는 팀별로 무역 기획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된 과제를 발표한다.

This course deal with advanced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This course focuses on the recent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to cope with the abrupt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And selects an International 

Trade planning topics with some students and presents the results of planned work.

● 물류(산학연계학)(509343)

Logistics(Field Survey)

물류(산학연계학)은 물류와 무역실무 현장체험 및 강의를 통한 실무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제 물류와 무역계약의 체결?이행?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Logistics field study is consider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field experience and through lecture to increase 

practice mind. And to increase capacity to solve main problems during the process of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formation, performance, completion.

● 경제통합론(509575)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FTA, TPP, RCEP, TTIP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간 경제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글로벌 기업 

및 산업간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통합의 형태와 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강의한다.

Focuses on the various forms and economic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ir implications. Based on thi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 deepening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of global 

value chains between global companies and industries.

● 국제금융(509618)

International Finance

환율과 외환시장, 국제수지이론, 국제거시경제 조정정책, 국제통화제도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제를 내용으로 

한다.

Covers theories and practices of exchange rate and foreign exchange market system, balance of payment theorie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ontrol policy,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 국제무역규칙(509620)

International Trade Rules

국제무역계약의 성립?이행?종료의 3단계 절차와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 거래규칙, 국제협약 및 주요 준거법과 표준약관 등을 

연구한다.

General studies on the 3 step procedures of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that is formation, performance, completion. Add 

to studies on the international customs, trade rule, international convention, major governing law, standard clause etc.

● 글로벌마케팅(509622)

Glob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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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케팅의 전개 및 기본 전략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및 국제 수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한다.

A study of marketing as a social activity in its psychological and work contexts, problems of production, ethics of Global 

marketing.

● 다국적기업과해외투자(509650)

Multi National Corporation & Foreign Direct Investment

기업과 산업의 해외 진출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고 선진국의 경험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의 특징과 성과, 당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means that a firm owns and controls businesses across the national board. Basic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Greenfield investment and eclectic paradigm, are first introduced. Then, FDI's implemented by 

Korean firms abroad and foreign firms in Korea are examined in light of origins, management and performance.

● 무역계약과상사중재(509697)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 Commercial Arbitrations

수출 시장 조사, 거래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무역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무역 계약 체결, 각국의 무역 관습 및 법규, 국제 무역 법규 

등을 다룬다. 또한 무역 거래로 발생되는 각종의 클레임에 대한 종류와 그 발생 요인 및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Understanding considerations in the trade contract in relation to aspects of actual business and principles of the trade 

contract. And general studie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mmercial company intervention system, trade 

complaints and examples to explore problems in international trade.

● 무역통계및실습(509698)

Statistics Practice for International Trade

글로벌 경제 및 무역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통계학의 기초 및 심화이론을 학습 및 실습함으로써 이들 이론을 실제 글로벌 

경제 및 무역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고도의 사고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한다.

This lecture is intended to equip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and advanced concepts, ideas and methodologies of 

Statistics required　in order to analyze global trade, economy, and business management phenomenon, as well as 

quantitative thinking and analysis skills can be employed in practice in a flexible way.

● 무역통상세미나(509699)

Seminar i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국제통상 및 무역이론을 바탕으로 무역통상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정부 및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는가에 대해 사례연구와 그룹토의 등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글로벌무역통상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will examines all issues arising from cross-border business and trade made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theories. And on the basis of case studies and group discussions, it focuses in depth analysis of what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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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유통물류학(Distribution & Logistics Major)

유통물류학과는 21세기 정보화 및 글로벌 시대에 국내외 기업의 유통경로와 유통물류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유통물류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의 창의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내 유통물류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유통물류 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통물류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마케팅, 

물류관리, 유통물류시스템, 유통‧물류데이터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 교육목표

1996년 이후 국내 유통물류시장의 완전개방과 국내외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국내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이에 따라 유통물류부분에서의 효율성 증대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물류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통물류학과는 국내 유통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선진적인 유통물류이론과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미래의 유통물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국내 유통물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7년 40명을 정원으로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학부제의 

전면시행으로 유통경영정보관광학부로 2000년에는 관광유통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2004년에는 전공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관리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항만물류사업단에 참가하여 우수사업단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국내 유통관련학과 중 유일한 NURI 수혜 학과이기도 하였다. 

2015학년도부터 유통물류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무역, 유통학부로 통합되어 무역, 유통학부 

유통물류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 약사

2017.02.21 14:13:121 / 1[Uca0401r]



교과목해설집

유통물류학 (Distribution & Logistics Major)

◎ 전공핵심

● 마케팅원론(501169)

Principle of Marketing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국민 경제와 소비 생활에서의 역할을 이해시킨다. 유통문제, 

마케팅의 기능, 소비자주의, 사회 마케팅 및 농수산물 마케팅 등을 강의한다.

Introduces basic definitions, concepts and logic before they can apply them in the analysis of marketing problems or 

attempts to marketing plans.

● 글로벌기업경영(505110)

Global Management

국제 거래에 관련한 국제환경의 적응, 영향력, 경영전략, 조건 구조 및 경영 관리 등의 국제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This course offers an overview of the rol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world business environment, examines the 

distinctive management problems arising in companie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and formulates the optimal 

strategy for coping with the problems.

● 유통관리(507893)

Retail Management

마케팅 믹스와 한 요소인 유통경로의 다양한 형태에대한 이해와 마케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경로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강의한다.

Application of marketing and financial principles to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retail management. Includes analyses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interest groups.

◎ 전공심화

● 경로전략(500235)

Marketing Channels Strategy

유통경로와 관련된 최신 이론과 사례에 관한 소개와 토론을 통해 그 동안 배웠던 유통경로 관련 지식을 종합화하고 응용능력을 

높인다.

Studies marketing channel management, one of marketing’s mix factors, emphasizing channel design, conflict 

management and channel member motivation in order to achieve marketing objectives.

● 마케팅커뮤니케이션(501171)

Marketing Communication

본 교과목은 마케팅관리의 주요 수단인 4대 마케팅믹스요소 중에서 마케팅커뮤니케이션활동의 계획과 집행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배양하고 그 현실적인 적용능력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이론적 틀로서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마케팅커뮤니케이션수단의 체계적인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사례분석과 팀발표를 통해서 그 응용력을 

익히도록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ubject is to nurture basic understanding about the planning and executing of marketing 

communication activity and to learn its practical application abilit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IMC as theoretical 

framework, systematic application method of various marketing communication tools will be explained and students will 

learn its application ability by case study and team report.

● 물류관리(50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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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Management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주문처리, 창고, 보관, 수송과 같은 물적유통 기능을 거쳐 소비자에게로 흘러가는 물류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그 관리기업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basic concepts of material and information flow. Various functional logistics activities such as transportation, inventory 

and varehouse for effective supply chain management.

● 물류전략(501300)

Strategic Logistcis

기업의 로지스틱스 전략의 의의와, 전략의 목적, 전략의 수립방법, 전략의 실시에 대하여 이해한다. 또한 유통경로에서의 

물류활동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각 구성원의 로지스틱스 전략수행을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높인다.

This Subject’s aim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purpose of strategic logistics, and sufficiently to appreciate cases 

of players’ strategic logistics in the distribution channel.

● 보관하역론(501490)

Warehouseing & Materials Handling

물류관리 영역 중 핵심 부분인 보관 및 하역활동에대한 과목이다. 타 활동과의 조정을 통해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실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The basic concepts of material and information flow. Various functional logistics activities such as transportation, inventory 

and varehouse for effective supply chain management.

● 생산관리(501859)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제조활동과 관련된 생산기술의 발전과 생산영역의 물류관리 의의를 이해하고, 품질유지, 생산비 절감과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생산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related to producing activities and 

management for quality control and production cost reduction.

● 소매경영(502065)

Retail Management

소매활동의 주체인 소매업 특히 기업형 소매조직의 특성과 관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매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영관리이론과 기법을 강의한다.

Suggests how to improve management in retailing stores and organizations in the marketing channel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 소매마케팅(502066)

Retail Marketing

소매 마케팅의 특성과 관리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강의한다.

Methods for enhancing marketing sources in retailing stores.

● 운송네트워크(502693)

Transportation Network

운송전략, 로지스틱스에서 운송기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한다. 주로 로지스틱스에서 운송의 역할, 운송방식, 운송업자와 하주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 운송원가와 성과의 측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xplains manufacturing and physical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operation research.

● 유통산업정책(502785)

2017.02.21 15:18:592 / 5[Uca0402r]



Distribution Industry Policy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관련된 행정당국의 정책과 관련 법규의 이론과 배경에 대한 이해와 현실분석을 관련 법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현실분석을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대응방안과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Considers improvements in retailing industries through reviewing backgrounds of governmental policies and realistic 

systems.

● 유통시스템(502786)

Distribution System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재화의 유통과정을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유통기구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데 강의의 목표를 둔다.

Examines the whole proces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though the system approach, emphasizing macro analysis 

of distribution 

institutions.

● 인사관리(502949)

Personnel Management

기업경영에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행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미션과 목표에 부합하는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하는 제반 인사관리기법을 강의한다.

Focuses on learning effective promotion management, which is one of the marketing mix strategies.

● 전자상거래(503374)

Electronic Commerce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격있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리사가 

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획, 인터넷 마케팅, 전자성거래 운영 및 관리 등 다양한 지식들을 학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for a qualifying examination.  Plan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lectronic commerce 

planning and internet marketing are covered.

● 통계학(504005)

Statistics

경영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통계학의 기본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확률이론, 추정과 검정이론, 회귀분석, 다변량분석기법등을 강의한다.

The theory and technique of statistical analysis applied to channel and retail management using computers.

● 물류세미나(505164)

Logistics Management Seminar

선진기업의 물류관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의 중요주제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며, 물류 관련 

법규 및 국가의 물류정책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Lecture on the key point of Logistics Management, Transportation  network, Warehouse & Material Handling, Related law 

and Regulations.

● 서비스마케팅(505932)

Services Marketing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통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공요인을 연구한다.

Diagnoses of distribution systems of some nations such as Japan, U.S. Provides how to develop them.

● 경영전략(5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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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tategy

수학과 통계학을 기초로 한 수리적 기법들이 생산, 판매, 재무, 회계, 인사문제 등 조직의 의사 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용방법과 

응용 방법을 습득하고 경영자가 전체 시스템의 총괄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론을 

강의한다.

Considers improvements in retailing industries through reviewing backgrounds of governmental policies and realistic 

systems.

● 국제마케팅사례연구(507889)

Case Study in International Marketing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을 이론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강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전문 인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impact of cultural,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ther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marketing strategy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마케팅조사방법론(507890)

Methodology of Marketing Research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장 및 소비자를 포함한 각종 마케팅 자료를 통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강의한다.

Studies research design and processes for analyzing data about markets and consumers for marketing decision making. 

Emphasizes the techniques related to gathering and analyzing market and consumer data.

● 소비자행동분석(507891)

Consumer Behavior

현대 기업활동의 중핵인 소비자를 애워싼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심리학적 기초와 그리고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된다.

Theoretical and applied analysis of consumption-related activities of individuals. Investigations of the reasons behind and 

the forces influencing the selection, purchase, use, and disposal of goods and services.

● 국제물류(산학연계학)(509387)

Global Logistics

글로벌 로지스틱스 환경의 평가방법과 글로벌 로지스틱스 환경속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로지스틱스 전략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관하여 공부하게 된다. 주로 국제유통경로전략, 글로벌 로지스틱스에 관련된 조직상의 문제, 재무적 문제, 관리적 문제 

등을 학습한다.

Explores the various data and information about distribution areas and puts them in practical use through the POS, 

distribution VAN and EDI.

● 비교유통(산학연계학)(509388)

Comparative Study in Distribution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유통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국가 간 차이를 반영한 환경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업체 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한다.

Diagnoses of distribution systems of some nations such as Japan, U.S. Provides how to develop them.

● 공급사슬관리론(509594)

Supply Chain Management

제품·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달,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공급사슬 프로세스의 계획과 실행에서 

협력하고 있는 자 있는 공급사슬 구성원 간의 로지스틱스 전략의 통합과 실행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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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k a 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products & services, We Study about such integration between strategy 

and execution of the logistics supply chain members who operating in the process from procurement to product and sale.

● 기업경영특강(509637)

Speicial Topics in Corporate Management

본 과목은 날로 치열해져가는 경쟁상황에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탐구를 기본목적으로 한다. 서두 부문에서는 기업 전략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경영환경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갖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기업전략의 각 유형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study of Korea corporate strategies in industries. It will provide basic concepts and 

knowledge about the corporations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Also,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Korea corporate strategies and gives opportunities to discuss managerial/ 

academic corporate strategy issues along with recent business cases.

● 물류법규론(509705)

The regulation of Logistics

물류의 적용범위가 사회의 다양한 곳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물류산업 전반에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운영되는 다양한 물류관련 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상식을 학습함으로써 

물류산업의 종사자로써의 기본적인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The aim of this subject is to study various kinds of laws and rules related to logistics in order to operate and manage more 

appropriate and improve the business skills.

● 물류실무론(509706)

Logistics Practice & Case Study

다양한 사례연구와 성공적 물류관리 기업 및 물류전략 관련 기업의 사례들을 통해 국제물류의 실무 감각을 익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제물류 관련 다양한 실무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 aim of this subject is to increase practical overview of international logistics through introducing various strategies 

related to logistics management and providing practical cases of successful logistics companies and many kinds of case 

study.

● 브랜드관리(509742)

Brand Management

본 교과목은 기업 경영자들이 전략적 브랜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개념, 전략 및 분석도구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검토한다.

This subject provides collective framework for brand manager to implement strategic brand management effectively and 

reviews relevant concepts, strategies, and analytic tools with practical apply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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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경영학부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전공핵심

● 경영학의이해(300258)

Understanding of management

경영학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경영활동은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며, 세부적으로는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정보처리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목의 목표는 이러한 기업 활동의 세부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학을 소개하는 것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marketing, human resource, finance,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that a firm should undertake to exist as a going concern and discusses how to create competitive advantages by 

performing these activities. The course aims to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about modern business and management.

● 회계원리(400610)

Accounting Principle

기업경영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변화와 그에 따른 회계현상을 숫자로 된 회계정보로 전환하여, 그것을 기업의사결정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인 회계학의 기초원리와 배경지식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fundamental concepts in accounting, such as accounting postulates, 

concepts of assets, liabilities, equities, income, expenses, etc. This course will discuss, in particular, the whole 

accounting cycle from recording business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통계학(504005)

Statistics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고 예측하는 경영통계기법을 학습한다. 통계적 인식과 

통계학의 의미, 통계학 적용 방법, 확률과 분포, 모집단과 표본, 가설검정과 같은 통계적 기본지식과 통계의 경영 활용사례 등이 

제시되며, 엑셀, SAS, SPSS,미니탭 등의 통계 소프트웨어가 활용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fundamental concepts on business statistics in which methods of collection, 

organization,

presenta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quantitative data as tools in effective business decision making. Topical 

coverage

for this course includes summarizing data, measures of central tendency, dispersion,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normal distributions, sampling,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regression, and chi-squa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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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경영의 이론 및 기업의 실무와 관련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며, 국제화ㆍ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컴퓨터ㆍ정보의 관련기술과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의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과 교양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영ㆍ회계학부에서는 기업의 경영전략, 경영통계,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조직 관리, 생산관리, 재무회계, 원가 및 관리회계, 

세무회계 등을 교육한다. 

경영학과(전공)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제반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켜 연구·교육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켜,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현대 기업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과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전문 경영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경영학전공은 1979년 정원 80명으로 출발하였고, 야간과정은 1984년 정원 52명으로 출발하여 졸업정원제 폐지로 1988년부터 

정원이 40명으로 줄었다가 1995년부터는 다시 5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경영학과와 회계학과가 학과군으로 통합되어 

16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경영·회계학부로 통합하여 2000학년도부터 1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입학 정원을 조정하여 현재 주간학부인 경영·회계학부에 130명을 정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야간학과인 

경영학과에 25명을 정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학부제가 폐지되어 경영·회계학부에서 경영학과, 회계학과로 

각각 나뉘어집니다. 입학정원은 주간 65명, 야간 25명으로 모집합니다.

어학 능력 배양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컴퓨터 이용에 관한 교과과정을 강화하고, 전문 경영인의 특강과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교과과정 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학술동아리인 기업사례연구회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경영학원론, 마케팅,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학기마다 연구·토론·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의 빠른 학교생활의 적응과 앞으로의 진로 설정을 

위한 신입생 맞이 예비대학과 체육대회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둥구름제'는 신입생과 

선배들 간에 대화의 장으로 계속되어 대학생활을 보다 활기차고 진지한 면학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최근 수년동안에 우리 경영학과 출신들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다수 합격하였습니다.

■ 약사

2017.02.21 14:13:121 / 1[Uca0401r]



교과목해설집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 전공핵심

● 경영조직론(500253)

Organization of Management

경영자의 의해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합 과학적으로 강의한다.

The appropriate design for the entire organization, the relationship of the organization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technology, and the effects of organization size are focused by the macro perspective.

◎ 전공심화

● 비즈니스중국어(100077)

Business Chinese

비즈니스현장에서 필요한 중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된 교과목이다. 국제화와 급증하고 있는 국제상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다국어 역량 배양이 필수적이다. 이 교과목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의 국제상거래에 필요한 

비즈니스중국어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업을 이수한 학생은 무역문서를 중국어로 쓰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말하고 

듣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It is this course’s goal to help students become fluent in Chinese as part of their a foreign language. To develope the 

Chinese language skills, students will practice it by communicative activities with professor and fellows. Through this 

course, which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proficiency in

Chinese, our students can communicate with their clients in chinese.

● e비즈니스이해(300086)

Introduction to e-Business

e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e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소개하고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각종 산업 분야와 경영활동에서 e비즈니스의 현황과 최신 이슈에 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fundamental concept of e-business, relate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hanged 

business environments. The students learn about the latest status and issues of e-business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and business activities.

● 경영정보시스템(500248)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전체적으로 통합된 정보 이용자-컴퓨터의 결합시스템에 관해 

공부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분석, 계획, 통제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Descriptive analysis of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systems design, 

implementation of reporting procedure and the use of computer as a vital tool.

● 국제마케팅(500639)

International Marketing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을 이론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강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전문 인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impact of cultural,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marketing

strategy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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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무관리(500655)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투자나 자금 조달 활동도 국제화되어간다. 국제재무관리란 국제 재무 활동의 결과 당면하게 

되는 환리스크나 정치적 위험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행하는 자본 예산, 포트폴리오 구성, 이익 배당 등에 관한 의사 결정을 

의미한다.

The foreign exchange problems faced by firms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 and stud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s it relates to portfolio composition, profit dividend, and short-term and long-term international finance are 

focused.

● 노사관계론(500837)

Labor Relations

노사 관계에 대한 제도와 심리를 기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며, 조직과 노동 시장 문제, 노사 협조 문제 등을 강의한다.

Labor-management relations try to provide for students a reasonable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labor-management relations. Topics such as the nature of labor relations, the history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the 

functions and types of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negotiations and agree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unfair labor 

practices, our major labor laws, and the strategy for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re focused.

● 마케팅조사(501170)

Marketing Research

창의적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마케팅인재양성을 목표로 마케팅조사과정과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법을 학습한다. 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구체적 마케팅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발굴하고, 마케팅조사계획과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skills of recognizing business problems, managing decision making process, and 

how to enhance their problem-solving abilities by using scientific viewpoints. By taking this course, students will establish 

the knowledge structure for scientifically solving not only marketing problems but also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 소비자행동론(502079)

Consumer Behavior

현대 기업 활동의 중핵인 소비자를 에워싼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심리학적 기초와 그리고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knowledge about how consumers make a decision to buy products 

or services, and how marketers make an effective marketing decision using those knowledges.

● 투자론(504033)

Investment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증권 투자 선택 이론과 분석 및 평가방법을 배우고 현대 투자론의 핵심적 이론인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과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강의한다.

Understanding the portfolio theory for investors to select a best optimal portfolio under uncertainty and various asset pricing 

models-CAPM, APM, OPM etc to value correctly all types of securities in the capital market.

● 파생금융상품론(504059)

Financial Derivatives

본 과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기본구조와 가격결정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 내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의 구조와 가격결정이론,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채권가격결정과 듀레이션, 이자율 기간구조모형과 금리 

파생상품, 이항옵션모형과 Black-Scholes모형, 그리고 금융위험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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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study of basic structures and pricing theories for financial derivatives such as options, 

futures, forward, and swap contracts. Topics include basic pricing theories for the derivatives, arbitrage vs. hedge 

transactions, bond pricing, duration,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interest rate derivatives,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vs. Black-Scholes model,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 프로젝트관리(504161)

Project Managemenat

프로젝트 관리의 필요성과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단계별 관리 방법에 대한 이론습득과 더불어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시스템 개발 도구의 활용법을 익힌다. 또한 프로젝트의 성공요인과 관리범위, 검토, 평가 등 대형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학습한다.

Project management deals with managing the accomplish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IS)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a specific project plan, in order that a project is completed on time, and with its budget, and meets its design 

objectives. The students will get various knowledges and techniques on the issues for successful project management.

● 서비스마케팅(505932)

Services Marketing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서비스 마케팅 관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교과목은 아직까지 부족한 서비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시장지향적 서비스 전략에 도움이 될 생동감 넘치는 사례분석을 연구한다.

Services marketing is a form of marketing which focuses on services industry. Because service is invisible, intangible, and 

can't be preserved. Services marketing approaches are much different than the manufactural marketing. But, in many 

cases, companies simultaneously offer both products and services. 

So students will study marketing theories and practices not only in service areas but also in manufactural areas.

● 전략경영론(506126)

Strategy Management

이 과목은 경영학 원론과 각론이 제공하는 제반 개념, 이론, 그리고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을 심사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며, 평가·통제하는 활동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전략경영과정과 다양한 전략경영 사례분석에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strategic management process which consists of the set of activities of scanning 

environments, formulating strategy, implementing strategy, and evaluating/controlling on the basis of concepts, theories, 

and techniques provided by management principles and diverse management practices, and case analyses about many 

corporations' strategic management.

● 조직행동론(506148)

Organization Behavior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행위와 집단 행위에 초점을 두어 종합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Individual behavior and group behavior for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individual goals and organizational goals are 

focused.

● 문화마케팅(507141)

Culture Marketing

21세기 삶의 질적인 향상에 따라 문화 소비자들은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즐거운 경험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 변화, 문화 상품의 시장 세분화 및 포지셔닝, 그리고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알아본다.

As it becomes our quality of life better in the 21th century, culture consumers are growing wants for delightful experiences 

of arts and culture. So this subject are going to examine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for culture consumers' changes of 

viewpoints, Market segmentation & positioning on culture, and satisfying cultural needs.

● 마케팅커뮤니케이션론(5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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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고객의 대한 기업의 주요 의사소통수단인 광고, Publicity, 판매촉진, PR 등 기업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기능 및 전략적 역할을 비교 

분석하고, 명료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합하는 전략적 사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will become decision makers in almost any company concerned with 

consumer/customer communications by using advertising, direct marketing, public relations, promotions, media and client 

organizations. Students will learn and practice message and touch-point integra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effectiveness 

and measurable results.

● 기업윤리(507801)

Business Ethics

오늘날 기업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도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추구 뿐 아니라 인간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윤리는 고객만족과 신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조직과 경영활동에서의 기업윤리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할 뿐 아니라 

경영현장에서의 기업윤리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Today, companies are in a position to pursue social values as well as economic values. As the industry develops and the 

social impacts of companies increases, the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ies has been also expanded. 

Therefore, it became a social norm for the companies to strive for the active realization of human values as well as making 

profit which is a traditional purpose of business. In this context, business ethics are a new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produced by customer satisfaction and trust. 

In this class, the concept of business ethics will be explor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he context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business activities by analyzing cases in the management fields.

● 생산운영관리(507805)

Production Operations Management

본 과목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하여 고객 만족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행적인 이슈들을 공부하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 창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Prod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gives the basic concepts in the design, operation and control of production systems 

and covers

the analysis of production planning, inventory and quality control and application techniques.

● 마케팅론(507860)

Marketing Principles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knowledge and theories of marketing. Also, it gives understanding 

the basic marketing function and how it relates to strategic marketing planning. By taking this course, students are going to 

plan, execute, and adjust marketing strategies for their organizations.

● 금융위험관리론(509140)

Financial Risk management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자산의 리스크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과 파생상품에 의한 위험관리 및 VaR (Value at Risk) 등의 위험관리 기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Increasing uncertainty of financial market enhanc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This subject catches up 

this trend by means of studying risk management by derivatives and the VaR (Value at Risk) technique not alone tradi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 지역문화예술기획(5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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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 of local art

현재 부산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을 통해 문화를 기획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기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By means of design of local art concerts through exploring of local art society,  students learn to earn money to live as art 

director.

● 창조산업과저작권법(509142)

Creative Industry & copyright law

때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기도 한다. 음악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인 저작권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규제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By learning copyright law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ne in music business, students prepare the way to escape from 

restriction and also get the new idea for new business model.

● 음악소비자심리학(509144)

Psychology of music consumer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하는 소비계층의 심리학을 공부한다.

Studying psychology of the people who consumes music products.

● 재무제표분석및기업가치평가(산학연계학)(509381)

Financial Risk management(Field Study)

본 강의는 재무제표의 이용자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은 현금흐름분석과 

재무비율분석과 같은 평가에 유용한 다양한 기법을 다루고 있다.

This course covers business analysis using financial statements, focusing o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financial 

statements from the users' perspective.

Specifically,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techniques useful for valuation such as cash flow analysis and financial ratio 

analysis.

● 문화예술홍보전략(산학연계학)(509702)

Promoting of art business(Field Study)

현재의 가진 컨텐츠를 포장하는 방법과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배운다.

The way of polishing of contents and effectively promoting of it is learned in this course.

● 스마트창업론(509814)

Smart Biz Start-up

경영학의 기본 정신인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업의 창업과 자금 운영 및 마케팅 활동에 관한 지식을 배운다. 창업에 필요한 창업 

아이디어의 개발과 창업절차, 그리고 기업 운영방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이해를 높인다.

This course focuses on issues of Entrepreneurship and the innovative ideas for Biz start-up. It leads the students through 

the entire process of creating a start-up from an idea. 

It deals with ideas, the creative imagination and how to build a business. Also, students can use this course to learn 

marketing ideas for their start-up business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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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회계학(Accounting Major)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회계 전문가의 양성

- 전문지식을 갖춪 회계 전문가

- 실무경험을 갖춘 회계 전문가

- 인격을 갖춘 회계 전문가

■ 교육목표

1979년 회계학과 설립과 학교 개교 (정원40명)

1988년 학생 정원 40명 → 80명 증원

1996년 경영학과와 경영학과군으로 통합 (정원 160명)

1997년 경영학부로 통합 (정원 150명)

1999년 경영학부 정원을 증원/ 야간 회계학 전공 신설 (주간 130명, 야간 9명)

2002년 경영/회계학부로 변경 (주간115명, 야간 60명)

2006년 야간 회계학 전공 폐지 (학부정원 130명)

2010년 경영회계학부 폐지 → 회계학과로 분리 (학과정원 65명)

2017년 경영학부 - 회계학전공으로 모집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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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회계학 (Accounting Major)

◎ 전공핵심

● 원가회계(502701)

Cost Accounting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유용한 다양한 원가 회계 정보의 창출 기법과 이론을 강의한다. 여기에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축으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직접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된다.

Methods and theories for developing cost accounting of businesses. Processing costs, job-order costs, standard costs, 

direct costs, activity-based costs.

● 중급회계Ⅰ(506747)

Intermediate Accounting Ⅰ

회계원리에서의 기본강의를 전제로 해서, 다양한 회계적 해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On the premise of understanding on accounting  principles, various accounting interpretations and the approaches for 

problem solving is prepared in this lecture.

● 중급회계Ⅱ(506748)

Intermediate Accounting Ⅱ

중급회계 Ⅰ에서의 기본강의를 전제로 해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강의를 시도하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보완함으로써 이슈별로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도모한다.

On the premise of understanding on intermediate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nhance the ability of 

problem solving in various accounting issues through the analysis and practice on related accounting research  outcomes 

and performances.

◎ 전공심화

● 조세법개론(401038)

Introduction to Tax Law

조세의 법률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법의 체계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및 절차법, 각종 조세실체법의 개요를 학습하는데 역점을 둔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personality of taxes, we have to research the system and contents of tax law. Especially, 

we put emphasis on the study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procedural law and summary of substantive law.

● 전산회계Ⅰ(401298)

Computer Accounting Ⅰ

전산회계는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처리 방법과 이를 통하여 작성된 회계정보의 이용방법을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의 언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초지식과 자료 작성 방법 등을 회계 정보와 결합시키는 방법을 검토한다.

Teaches accounting operation used by computers and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Studies baisc knowledge 

and data collection methods of computer languages or softwares.

● 전산회계Ⅱ(401299)

Computer AccountingⅡ

전산회계Ⅰ에서의 기본강의를 전제로 해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강의를 통해서 전산회계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적 이론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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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emise of understanding on computer accounting and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nhance the ability of problem solving in various computer accounting issues.

● 고급관리회계(500304)

Advanced Managerial Accounting

관리 회계의 제 접근 방법을 보다 현실적 기초 하에서 재해석하고, 경영 의사 결정의 다양한 국면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적 이해와 적응 능력을 배양시킨다.

On the premise of understanding on managerial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nhance the ability of problem 

solving in various accounting issues through the analysis and practice on related managerial accounting research 

outcomes and performances.

● 관리회계(500496)

Managerial Accounting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회계 정보의 창출과 해석을 위한 기법과 이론을 강의한다.

The various methods and theories for developing and interpreting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ful in a business 

decision-making process. Incorporates various costing methods, budgeting approaches, long and short term business 

decision approaches.

● 국제회계(500666)

International Accounting

세계의 시장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이에 따라 각 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을 

비교하고, 그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등을 비교하며, 외화 환산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re important to compare home and foreign enterprises. Manager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statements and foreign-currency exchange are discussed.

● 기업가치평가론(500759)

Firm Value Evaluation

본 강의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평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은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학문적이나 이론적 평가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교육할 것이다.

This course focuses on how to value companies and use information about valuation to make wiser business decisions. It 

focuses on a more practical, rather than academic or theoretical, discussion of valuation.

● 상법(501795)

Commercial Law

상법의 기본원리를 개관하고 상법총칙, 상행위 및 어음수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문제분석능력,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데 강의의 초점을 둔다.

This lecture is consisted of mainly several fundamental articles of business law. the focus is mainly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business law, commercial conducts and bills.

● 세무회계Ⅰ(502036)

Tax Acconting 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세무회계의 개념, 세무조정, 세무계산, 회계수정 등의 일반론과 개인기업의 세무회계에 

대한 체계적 강의를 시행한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lectures is the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 systematic exposition on general theories such as the concepts of tax accounting, tax-counting, 

accounting-adjustments and tax accounting in private coporates will be presented.

● 세무회계Ⅱ(5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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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cconting Ⅱ

세무회계 Ⅰ의 강의 내용을 확장하고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강의를 통해서, 세무회계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적 이론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On the premise of understanding on tax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nhance the ability of  problem solving 

in various tax accounting issues through  the analysis and practice on related tax accounting.

● 의사결정회계(502897)

Accounting for Decision Making

경영의사결정의 다양한 국면에서 활용되어지는 원가 및 관리회계의 개념과 접근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여기에는 특수원가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의사결정과 자본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투자의사결정 및 종합예산제도 등이 

포함된다.

The concepts and approach methods used in various aspects of management decision making are lectur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 here, specific cost concept analysis in short-term decision making aspect and 

capital budgeting analysis in long-term decision making aspect and master budgeting of business are included.

● 재무제표분석(503209)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본 강의는 재무제표의 이용자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은 현금흐름분석과 

재무비율분석과 같은 평가에 유용한 다양한 기법을 다루고 있다.

This course covers business analysis using financial statements, focusing o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financial 

statements from the users' perspective. Specifically,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techniques useful for valuation such as 

cash flow analysis and financial ratio analysis.

● 회계감사(504638)

Auditing

회계전문가와 일반경영자가 알아야 할 회계감사의 기본개념과 이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그 응용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감사의 실무적 절차와 기법을 습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의 기본개념 및 회계감사절차,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증거를 수집,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룬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egrate auditing concepts as well as certain practical aspects in a logical manner to 

assist students in understanding audit decision-making and evidence accumulation. The fundamental concepts of auditing 

as well a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uditors is emphasized.

● 회계이론(504641)

Accounting Theory

회계학의 연구방법과 체계 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과목으로서 규범적 회계이론, 서술적 회계이론, 회계개념 구조론, 실증적 

회계이론 등으로 나누어 회계학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view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ccounting discipline. Normative accounting theory, descriptive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framework, empirical accounting theory and positive accounting theory.

● 회계정보시스템(504644)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회계정보시스템은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정리, 배열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Deals with systemizing accounting information for supporting managerial decision.

● 회계학세미나(504648)

Accounting Seminar

회계학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며, 회계학의 특정한 논제를 가지고 이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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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learn how to read the articles on Accounting, write, and study the particular debatable 

points of Accounting as well as the ways to figure them out in a logical way.

● 전산세무회계(506128)

Computer Tax Accounting

기업 및 회계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산회계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활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세무회계의 실무능력을 제고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ax accounting problems by computer which arise from difference between tax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Specifically, this course deals with software package useful for coporate and tax accounting firm 

such as DEJON.

● 고급재무회계(507808)

Advanced Financial Accounting

본 강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학습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리스, 물가변동회계, 

투자, M&A, 외화환산 등 고급재무회계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a group of companies and relevant 

accounting standard it covers a series of advanced financial accounting topics, such as accounting changes and errors, 

leases, price-level changes, investment, mergers and acquisitions,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etc.

● 회계영어(507810)

English Accounting

오늘날에는 회계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각 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공영어를 익혀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여기서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전산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등 회계학의 각 분야에 관한 전공영어에 익숙할 수 있도록 회계학원서를 이용할 것이다.

As a standard global language, the understanding of english is essential in the current world of business. This lecture is 

conducted to enhance the ability of using english for accounting  professions.

● 회계윤리와법회계(507811)

Accounting ethics forensic accounting

회계와 관련된 부정에는 경영진에 의한 재무제표의 분식과 종업원에 의한 기업자원의 불법적인 절취가 있다. 이러한 부정을 미리 

예방하고 부정을 적발하며, 앞으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윤리를 확립하고 회계관련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he vitual to enhance as valuable and fairful accounting professionals and out of the  

seduction of social fraud or moral hazard. In same time, this lecture will be contributed to the  pre-prevention and 

after-detection of accounting fraud.

● 회계인턴십(507812)

Accounting Internship

이 과목은 경영의 실무 현장을 경험하도록 하여서, 학사과정 학생들에게 국내 경영 환경의 실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계학 

전공이 실제 경영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동시에 졸업 후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과목에서는 국내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에 참여하며 현장학습을 하고 제출한 현장 보고서를 통해 학점이 부여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offer experience in business, to broaden the knowledge of domestic market, and to integrate the 

business curriculum with the real world experience. At the same time, it aims to help students to prepare their career after 

graduation. Students are expected to take an active internship in local companies,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to submit a field report.

● 비영리회계(507896)

Accounting for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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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종교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의 목적,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비영리조직에 필요한 회계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겸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xplain and guide the issues such as general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process in the case of non-profit organization. The hospitals,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operaing not-for 

income are the cases included in those non-profit organization.

● 조세분쟁사례연구(508183)

Study of Coordination Tax Affairs

과세자와 납세자간의 조세분쟁사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instance of adjustment on tax between tax leviers and taxpayers.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종교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의 목적,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비영리조직에 필요한 회계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겸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xplain and guide the issues such as general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process in the case of non-profit organization. The hospitals,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operating not- for 

income are the cases included in those non-profit organization.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본 강의는 회계학에 있어서 고급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은 이론과 실무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를 다룬다.

This course deal with advanced topics in accounting. This course focuses on the recent issues in accounting to cope with 

the abrupt changes in accounting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 회계제도론(509147)

Accounting Institution

회계제도론은 회계논리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운 책이다. 회계의 기초적 관념론, 회계제도화의 기초적 논리, 

회계제도의 구조론, 회계기준론 등을 살펴보며,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살펴본다.

The Accounting Institution is to help learn the whole frame of accounting logics. It covers the basic conception of 

Accounting, the basic of Accounting Institutionalization, the structure of accounting institution, accounting principles. In 

particular, It considers the general accounting principle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accounting 

standard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

● Excel과회계(509148)

Excel and Accounting

Excel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후 Excel를 이용한 회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교과목이다.

After acquiring the basic excel knowledge, the objective of this subject is to make accounting information (financial 

statement) by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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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정보경영학부 (Divis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 전공핵심

● 경영정보학개론(400022)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정보화 시대의 기업 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구조,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경영정보 시스템이 

기업 조직 전반적인 활동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MIS). Therefore, it does not deal with 

any specific material in depth.  The majority of topics included in the field of MIS are introduced at a general level.  

Knowledge of terms and principles is the basic goal of the course.  Such knowledge should be considered the minimum 

for any person entering the business field today.  Students are encouraged to explore topics of interest to themselves and 

those which might be pertinent in their future careers.

● e비즈니스학개론(401499)

Introduction to e-Business Studies

e-비즈니스의 개요와 유통․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사회․법률적 문제 등을 

강의한다. 또한 웹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그래픽 기술, 웹사이트/앱 개발과정과 보안기법, 정보기술에 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e-business. It includes a variety of topics, such as the recent trends situation of 

e-business in various areas (eg. distribution, finance, and service), and the social and legal issues related with 

e-business. In addition to learning about graphics technology, website / app development and security techniqu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o create a web site.

● MS오피스실무(401501)

Microsoft Office Practice

MS오피스 실무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 

시리즈를 학습한다. 오피스 시리즈 중에서도 실무에서 필요한 워드,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Microsoft Office Package, such as MS word, PowerPoint. These softwares will provide students 

with various practices for effective documents and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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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경영정보학(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jor)

경영정보학과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고도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관리자로서의 경영능력, 정보처리자로서의 

기술능력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주도하여 그 가치를 공유․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보 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기자재를 이용하여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병행하고, 산업현장의 방문과 모의실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한다.

■ 교육목표

경영정보학과는 1996년 40명의 정원으로 출발하여 1997년에 10명이 증원되어 50명 정원을 유지하였으며, 차츰 고급 정보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1998년에는 40명이 정원인 야간강좌를 개설하였으며, 1999년에는 신입생을 학부로 

모집하였다. 2006년도에는 야간강좌가 폐지되고 경영정보․e-비즈니스학부에서 55명 정원의 경영정보학과로 독립하였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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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경영정보학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jor)

◎ 전공핵심

● 기업경영의이해(300109)

Introduction to Enterprise Management

기업의 다섯 가지 관리과정인 계획, 조직화, 지휘, 충원, 통제를 이해하고, 기업의 다섯 가지 기능별 활동인 회계, 재무, 생산, 

마케팅,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ive basic functions of enterprise management, such as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leading, 

and controlling. Also, the course covers the five functional management activities, including accounting, finance, operation, 

marketing,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 기업회계의이해(401523)

Introduction to Enterprise Accounting

기업회계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반적인 회계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회계등식과 복식부기시스템의 개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구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general accounting concepts for enterprises, including accounting equation, double-entry 

bookkeeping,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and cash flow.

● 데이터베이스(500891)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법,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 및 인덱스 구조, 질의 

처리, 트랜잭션 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database management systems(DBMS) technology.  

The Entity-Relationship model and relational model will be extensively discussed as major methodologies of modeling data 

in organizations.  Besides the above topics, new issues of database technology will be discussed.

◎ 전공심화

● 경영통계(300235)

Management Statistics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이러한 기법들을 이해한 후에 

통계관련 소프트웨어이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해 본다.

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business statistics in which methods of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quantitative data for the effective decision making. Based on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se techniques, students use 

a software(SPSS or Excel) to deal with statistical data, analyze the results, and interpret their meaning.

● 컴퓨터언어(400823)

Computer Programming

컴퓨터 사용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컴퓨터 언어에 대한 개념, 프로그래밍 이론 및 구현 방법을 다루며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숙달시킨다.

This is a preliminary course for the other courses using computers, where the concept of programming languages, 

programming theory, and programming skills are studied. This course also include laboratory for computer programming.

● 마케팅(501166)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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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개념을 소개하고 고객, 경쟁, 마케팅 환경, 그리고 강약점을 분석하는 주요 방법들을 배운다. 또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목표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전략, 가격전략, 촉진전략 그리고 유통전략을 배우며 실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marketing concepts, key frameworks and tools for analyzing customers, competition, 

marketing environments and marketing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course includes the selection of target markets and 

blending the decision related to product, price, promotion, and place to meet the needs of a target market. The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pply these concepts and frameworks to the various business field.

● 인공지능(502935)

Artificial Intelligence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인간의 문제해결 지식과 추론의 이론적 배경, 동기 및 처리과정을 컴퓨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학습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자연언어처리시스템, 전문가시스템 등의 구축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rovides general principals of how the computer can do the processes by which humans use logic and knowledge to 

solve problems. Introduces a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system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stem. A 

project associated with an agent-based intelligent system is conducted.

● 인적자원관리(502960)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의 선발, 교육훈련, 배치, 평가 및 보상 등의 문제를 다루며 조직에서의 인적자원 관리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학습주제는 종업원 선발, 직무분석, 목표에 의한 관리, 인센티브제도, 동기유발, 업적 평가 시스템, 이직, 리엔지니어링 등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조직 내 권력과 정치, 갈등 및 협상, 조직구조가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role of personnel/human resource management in organizations with emphasis on selecting, 

developing, and compensating the organization’s human resource. Topics include employee selection, job analysis, 

management by objectives (MBO), incentive plans, theories of motivation, performance appraisal systems, turnover, 

re-engineering. The course also covers communication, leadership, power and politics, conflict and negotiati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on behavior, and the study of organizational culture.

● 정보시스템분석및설계(503449)

Information System Analysis and Design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획 단계에서 부터 정의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로, 각 응용 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할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주요 과정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분석 및 설계를 위한 제 기법을 익힌 뒤, 실제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연구한다.

This course assists the student in understanding the process by which an information system application is developed, the 

results of the various analysis and design processes, and the concept and considerations that influence the process and 

the result. It introduces various modeling methods, such as traditional methods, structured methods, object-oriented 

methods, etc..  A project associated with information system analysis and design will be performed.

● 정보처리론(503457)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화 시대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의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통신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정리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사문제 풀이와 특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This course study computer architecture, operating system, database, software engineering, data communication theory in 

order to perform a information manager role. After passing this course, all student must require information processing 

certification. Accordingly, make progress problem solving and confabulation.

● 품질경영(5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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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Managemen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념 및 적용사례를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경영의 역사 및 철학, 

품질비용, 품질개선 기본도구, 고객만족 측정, 품질시스템, 6 시그마, 서비스 품질 등이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oncept and application cases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management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Main contents are history and philosophy of quality management, quality cost, the basic tool 

of quality improvement,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quality system, 6 sigmas, service quality etc..

● MIS사례연구(504725)

MIS Case Study

경영정보시스템 분야의 주요 사례 연구 및 각종 학술지의 논문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주제와 전반적인 MIS 분야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다.

This course facilitates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most recent topics in MIS field. It will help students evaluate and 

criticize the MIS literature, and understand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offer the MIS professional.

● 전사적자원관리(505486)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는 기업 내의 업무 기능들이 조화롭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전사적 

자원관리의 기본 개념과 관련 모듈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강의하고, 상업용 전사적 자원관리 패키지를 설치하고, 각 모듈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지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a fundamental concept and a developing methdology o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The students 

practice a commercial ERP package.

● 정보통신의이해(507591)

Understanding of Data Communications

기본적인 정보 통신의 개념과 정보통신 원리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강의한다.

This course covers fundamental concepts and principles of data communications. The student understand various data 

communication services.

● 생산운영관리(507805)

Production Operations Management

기업 생산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 및 통제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써 생산시스템의 생산 능력 결정, 생산 공정의 운영, 수요예측, 

재고관리 등 총괄 시스템적 관점에서 강의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theory and practice associated with corporate production activities. It describes analytical 

management techniques for ascertaining demand for the organization’s goods and services, justifying and acquiring the 

necessary resources, and planning and controlling the transformation of resources into goods and services. It includes 

application in both large and small organizations,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 and service as well as manufacturing 

organizations.

● 창업과경영(508309)

Venture and Management

벤처 기업의 창업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부지원제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기업활동, 정보관리의 중요성과 체계화, 지식사회에서의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기업경영을 위한 

정보관리 등을 논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general concepts of the enterprise,  and the governmental supports of venture. 

Presents the recent trends and the future prospects of venture businesses as well as their strategies. Also it will present a 

variety of information systems necessary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 the company.

● 경영정보Ⅰ(산학연계학)(50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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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StudyⅠ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수한 정보시스템 관련 과목의 지식을 토대로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수행해 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과의 산학연계성을 증진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achiving a practical and alive knowledge on information systems by visiting related 

companies and practicing projects.

● 경영정보Ⅱ(산학연계학)(509385)

Field Study Ⅱ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수한 정보시스템 관련 과목의 지식을 토대로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수행해 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과의 산학연계성을 증진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achiving a practical and alive knowledge on information systems by visiting related 

companies and practicing projects.

● IT프로젝트관리(509538)

IT Project Management

본 과목을 통하여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IT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단계별 관리 방법, 성공요인과 관리범위, 검토, 

평가 등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또한,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최근 지식 및 기술들을 학습한다.

Project management deals with managing the accomplish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IS)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a specific project plan, in order that a project is completed on time, and with its budget, and meets its design 

objectives. The students will get various knowledges and techniques on the issues for successful project management.

● 경영과학의이해(509569)

Introduction to Management Science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경영기법들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scientific and quantitative management techniques for optimizing decision-makings.

● 경영소프트웨어활용(509570)

Business Software Applications

경영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경영 자료 작성과 분석 활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경영 자료 작성과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인 

스프레드시트(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엑셀)를 활용하여 경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이를 고급의 필요한 분석과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imed to learn about business form making and analysis using business software tools. Using spreadsheet 

softwares (especially Microsoft Excel) which are well-known tools for business information making and advanced 

analysis, this course aims to learn how to making business forms and how to analyze based the information.

● 경영지원시스템(509572)

Management Support Systems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그룹의사결정시스템, 중역정보시스템, 전문가시스템의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들이 기업 내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information systems for supporting management activities of enterprises, such as decision 

support systems, group decision support system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s, and expert systems. Also, the course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how such systems can be used in the organization to improve its performance.

● 빅데이터경영(509747)

Big Data Management

기본적인 빅데이터의 개념을 제시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활용, 분석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그리고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징들을 학습한다. 또한, 일부 빅 데이터의 활용 분야를 

선택하여 사례 중심의 학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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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deals with the concept of Big Data, the basic knowledges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big data analysis.  

Especially, students are learned different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in Big Data handling steps. And, a project 

associated with a big data system is conducted.

● 엑셀활용(509862)

Excel Applications

MS 오피스 중 엑셀의 내용을 공부한다. 내용은 기초부터 중급까지 다양한 예제를 연습한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MS 

오피스 활용능력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ontents of Excel among MS office. Main contents practice various example from footing to 

intermediate grade. And this subject enhances the MS office practical use ability of students through practice.

● 웹기획과디자인(509893)

Web Planing and Design

웹 사이트를 제작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실제 제작을 통해 웹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웹 디자인이란 웹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의 구성으로, 효과적인 웹 디자인은 웹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적인 면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웹 디자인의 기본적 요소부터 실제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각각의 사이트에 맞는 디자인을 기획, 제작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This lecture is o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whole process to create a web site and given education with wide latitude 

through practical instruction. 

A web site is a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topic or subject. Web design expresses most effectively 

information on the web site by visual elements, and a well made web design performs roles of communication and 

marketing.

 The lecture also will introduce the basis of web design, how to make a plan and create for the web design.

● 웹프로그래밍활용(509897)

Web Programming Applications

웹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필요한 Java언어의 기본적인 사용법, 응용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설계방법 등을 강의하고 프로그램 작성 

실습을 통하여 웹 관련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 (Java language) that is widely used in the internet application 

field. Deals with fundamental meanings and functions of Java language. Presents how to designs, code, debug and 

document programs using web-based internet programming techniques.

● 전자상거래의이해(509977)

Introduction to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의 원리와 동작 과정을 설명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undamental Internet technologies and principles on the knowledge of Development 

Methodology of EC.

● 컴퓨터의이해(900067)

Introduction to Computer

정보화 사회의 필수 요소인 컴퓨터 시스템의 이해와 정보기술에 대한 기초과목으로서, 정보의 표현, 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프로그램, 통신,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체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정보처리 이용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킨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and terminology associated with computer system. It explores a variety of 

topics, such as Central Processing Units, Input & Output devices, Operating Systems, Software, Programming, 

Telecommunication, etc. 

It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a general knowledge of computer hardware & software and its operating principles.

● 서비스운영관리(9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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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peration Management

서비스의 개념, 서비스의 경쟁전략, 서비스 기업의 운영구조, 서비스 운영관리, 세계수준의 서비스 확장, 서비스의 계량모형 응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반적인 서비스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ervice concept, competition strategy of service, operational structure of service firm, service 

operation management, world-level service expansion, application of mathematical model for service. Also, we will 

propose many problems about general service operation management and discuss their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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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e비즈니스학(e-Business Major)

e비즈니스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를 창조하고 있으며 전 산업부문을 융합하고 스마트하게 

이끄는 성공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재해석되고 있다. e비즈니스학과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대에 필요한 경영지식과 ICT기술을 

함양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기반의 경영 및 IT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래의 

기업가가 될 학생들에게는 창업 및 기업경영의 과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각종 경영 분야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교육한다.

■ 교육목표

e비즈니스학과는 2000년 경영정보학부에 인터넷비즈니스 전공을 신설하여 40명 정원으로 출발하였고 2001년에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교육과정개발 기금을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2003년에는 5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45명이 

되었고 2005년에는 학과명칭을 e비즈니스학 전공으로 변경하였다. 2006년에는 경영정보·e비즈니스학부에서 e비즈니스학과로 

독립하면서 e비즈니스 인력수요 확대에 맞추어 다시 5명이 증원되어 현재까지 5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융복합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와 학생취업 지원을 위하여 컴퓨터과학과(현재 컴퓨터공학과)와 스마트비즈니스 융복합전공을 

설치하여 경영학사와 공학사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공동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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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e비즈니스학 (e-Business Major)

◎ 전공핵심

● ERP회계원리(401498)

Accounting Principles for ERP

본 교과목은 회계적 사고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보편적 경제적 개념들을 포함한 회계시스템과 회계적 현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구축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적 틀이라는 관점에서 회계의 순환을 학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특화된 회계정보의 

사용과 처리를 학습한다. 또한 ERP 회계모듈을 사용하여 회계정보 산출을 실습한다.

The lecture build up the basic knowledge about accounting system and accounting phenomena including various ordinary 

economic conceptions on the base of accounting thought. The students learn the use and treatment of more concrete, 

specialized accounting information from the studies on the cycle of accounting on the point of synthetic, systematic 

conception frame. Students make a practice of producing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the accounting module of ERP.

● 웹기획및설계(401573)

Web Planning and Design

본 교과에서는, 웹 구축을 위한 기획과 설계를 공부한다.

인터페이스 설계, 화면 설계, 기능 설계 등 웹  기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study the planning and design for web deployment.

This course covers basic subject on web design and planning as Interface design, screen design, functional design, etc.

● 데이터베이스개론(506532)

Introduction to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법,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 및 인덱스 구조, 질의 

처리, 트랜잭션 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general overview of database such as concept, structure and models of DB, design techniques 

of the relational DB, DB storage and indexing structure, and inquiry and transaction processing. Based on the knowledge of 

database, it provides practices for implementing database using computer software packages.

◎ 전공심화

● 통계학의이해(400844)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 통계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요약 방법, 통계이론의 기초인 확률이론 및 확률분포, 통계적 

추론인 추정 및 검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다. 그리고 강의내용을 EXCEL을 활용하여 실습한다.

This course presents a general introduction to statistics and statistics concepts, a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discrete and 

continuous random variables and their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estimation and statistical hypotheses. The topics are 

practiced using EXCEL.

● 경영시뮬레이션(500244)

Computer Simulation for Management

시뮬레이션의 기본 개념, 시뮬레이션 결과의 통계적 분석 방법, 그리고 대안 시스템의 비교 및 평가 방법을 강의하고,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ARENA)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작성을 실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s of simulation,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for analyzing the simulation results, and 

techniques for evaluating alternative systems. It also provides practices for making simulation programs using a software 

package (e.g.,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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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설계및응용(500901)

Database Design & Application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을 

실습한다.

This course facilitates students’ usage of a software package for developing web-based database. It also provides 

practices for implementing and managing web-based database.

● 지식경영(505241)

Knowledge Management

지식경영은 지식으로 인한 각종 기회들을 활용하고 지식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직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의 가장 큰 경쟁우위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교과목을 통하여 지식 관련 문제들의 

예를 통하여 지식경영의 영역을 학습한다.

Knowledge Management deals with exploiting knowledge-related opportunities, correcting knowledge-related problems, 

while proactively providing the organization with capabilities to perform these functions to its best advantage. In this course, 

we learn the realm of KM with example of knowledge-related problems.

● 사이버물류(506245)

e-Logistics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물류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물류거래의 기본개념, 운용절차, 사이버 

물류사업 구축방법 및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This subject aims to develop the managing ability of logistics for the electronic business era. Especially, the concept of 

logistics on the internet business, operating process, e-Logistics business and case studies are also studied.

● e비즈니스개발방법론(506326)

Development Methodology of e-Business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개발방법론을 강의하며,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분석 절차 및 설계 

기법 등을 다룬다.

Explores the methodologies for developing e-business systems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Introduces various analysis 

procedures and design techniques of e-business system.

● 전자상거래관리론(506579)

Electronic Commerce Management

e비즈니스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격있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리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상거래 기획, 인터넷마케팅,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터넷 프로그래밍, 전자상거래 보안 및 지불시스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들을 학습하며 2차 

실기시험에 대비한 ASP와 데이터베이스 실습도 포함된다.

This course is for certificate of electronic commerce manager. In this course, we learn a EC planning, internet marketing, 

e-payment, e-procurement, e-distribution, information technology, web design, database, website development, electronic 

transaction, laws on EC. We study on practice for examination.

● 소비자행동분석(507891)

The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소비자 행동의 원리, 이론 및 사례를 학습한다. 지각, 기억, 태도, 행동의도 및 행동행태 등과 

같은 소비자행동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사례분석을 통해 소비자행동이론의 현실적 적용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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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is to understand the concept, theory and case study for the consumer 

behavior. And this subject tries to understand the overall process of consumer behavior such as the perception, memory, 

attitude, behavior intention and behavior. Especially, this subject analyze the case study and improv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for the effect marketing strategy.

● 캡스톤디자인(508706)

e-Business Planning(Capstone Design)

e비즈니스 기획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과목으로 각자 또는 팀별로 e비즈니스 기획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된 과제를 발표한다. 이 

과목을 통하여 e비즈니스 기획서 작성에 관련된 경영환경 분석,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여러 가지 이론 및 기획지식을 복합적으로 

습득한다.

Selects a e-business planning topics with some students and presents the results of planned work. Through this course, 

learns various theory and knowledges related to the writing of business proposal, analysis of management environments 

and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 etc.

● 고급비즈니스OA(509150)

Advanced Business OA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OA 관련 지식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이에 OA관련 용어 및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인문사회 

분야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응용, 문서작성, 정보 처리 및 관리를 위한 패키지, 데이터 통신 등을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실무 운영 

능력을 배양한다.

In the Information Society, a working knowledge of OA has become indispensable.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and terminology associated with OA. Topics include understanding of computer applications such as document 

writing packages, software for management, data communication, etc.. It teaches across the curricula and is 

recommended for all technical and most business majors.

● SNS구축과활용(509544)

SNS Building and Uses

본 교과에서는 SNS 구축과 그 활용을 공부한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 대표적인 SNS에 대한 구축과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study the SNS building and the SNS uses.

This course covers basic subject on the representative SNS uses and application as facebook, blog etc.

● 경영자료처리및분석(509571)

Statistical Analysis of Management Data

경영자료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통계적 방법들을 강의한다. 먼저 SAS 시스템의 사용법을 실습하고, SA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추정과 검정, 범주형자료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일반선형모형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방법들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tatistical methods for analyzing management data using the SAS system. It practices the SAS 

user’s guide, and then using SAS, deals with several topic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estimation 

and statistical hypotheses, categorial data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regression analysis, and general linear model 

analysis.

● 경영학적사고의틀(509573)

The Framework of Management

경영학적 사고의 틀은 부분해법의 조각모음적 접근방식의 경영학을 하나의 통일된 이론체계(systemic theory)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교과목적으로 한다. 경영의 문제를 시간, 공간 및 인간 등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설정한다.

The purpose of “Framework of Management” is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theory as a systemic theory rather than 

individual and partial approach. This subject tries to analyze the management problem by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such as time, space and human and trie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concept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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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관계관리론(509581)

The Principle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객관계관리는 기업예산의 요점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고객관계관리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우위로서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객이 왕이나 여왕이라는 관점이 다시 한 번 법칙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핵심 비즈니스 이슈를 다루게 된다. 이 교과목을 통하여 고객관계관리가 무엇이며 이것이 기업이 비즈니스 

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우게 된다.

Despite the uncertainty of the economy, CRM is being thrust into corporate budgets. It has gone from being an important 

"edge" in the business world to a necessary tool for survival. The notion of the customer as king or queen is once again the 

rule. Students treat this mission-critical business issue. We learn what is CRM and how does it change the way 

companies do business.

● 기술경영의이해(509635)

Understanding Technology Management

기술경영이란 과학 기술과 경영 원리를 결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전략이다.

본 코스에서는 기술경영의 핵심이 되는 기술혁신의 요소, 기술혁신 전략 수립, 수행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The Technology management can be defined as a management strategy which combines science technology and 

management principles and aims to enhance business competitiveness.

This course is to study the sources, strategies planning and strategies implementations of technology innovation which is 

the core driving force of the management of technology

● 기업물류의이해(509638)

Understanding of Enterprise Logistics Management

물류관리가 국내에 도입된 역사는 타 경영학문 분야에 비하여 짧지만 그 중요성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절실히 실감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물류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물류개념은 물류업, 유통업, 제조업의 수준을 넘어 이젠 금융, 보험, 정보산업 등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마켓에서는 배송물류가 경영관리의 핵심 인프라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온라인경영에서 물류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본 강의는 물류관리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화물운송, 

보관하역 및 물류정보 등 세부적 개념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서 물류실무에 필요한 기본적 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공적 

온라인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The history of logistics management is relatively short comparing with other management divisions, however, managing 

logistics is getting important both government and business fields. Logistics concept is rapidly diffused to all kinds of 

industries. as well as service industries. Especially, logistics management is very essential to the online market because 

delivery system is necessary for the online business. Therefore, this course has an purpose to mak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storage, and material handling be understood, and also expects to develop the basic 

logistics management skill for the successful online business.

● 기업정보시스템(509639)

Corporate Information System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구조, 기획, 개발, 운영방안을 이해하도록 촉진시킨다. 

또한 경영정보시스템의 구현과 사용 그리고 의사결정이 갖는 기업의 행위적 및 조직적 시사점에 관하여 학습한다.

The lecture facilitates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plann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various types of 

corporate information systems. In addition, we will teach the behavioral and organizational implications of information 

systems implementation, use and decision making.

● 기업혁신의이해(509640)

Understanding of Corporate Innovation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본 교과는 기업혁신의 필요성, 기업혁신의 개념 및 종류, 다양한 기업혁신 

이론 등을 학습하고 사례중심적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The corporate innovation is vary innovation. This subject studies the background of innovation, the concept and types of 

corporate innovation, various innovation theory. And this subject also improv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by case study.

2017.02.21 15:18:594 / 6[Uca0402r]



● 마케팅기초(509689)

Introduction to the Marketing

본 교과는 경영학의 4대 분야인 생산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중의 하나이다. 마케팅의 기본개념의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이론 및 사례를 학습한다.

This subject is one of the key management area such as produ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marketing.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various marketing theory and case study as well 

as the basic marketing concept.

● 빅데이터와경영전략(509749)

Big Data and Management Strategies

본 과목에서는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최근의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빅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한다.

빅 데이터의 개념, 활용, 분석에 대하여 학습하고, 경영상의 효율에 대하여 검토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about big data which has become a new innovation paradigm of in the management strategies.

This course is to study the concepts, applications and analysis techniques of big data, and also discuss its efficiency in 

management.

● 소셜미디어마케팅(509802)

Social Media Marketing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일대일 마케팅, 웹에서의 신제품 및 신 서비스개발, 인터넷 가격설정, 

온라인 소매유통, 그리고 각종 소셜프로모션 방법론과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마케팅 경향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y, and one to one marketing using social medea, 

new products and services development, Internet pricing and various marketing techniques using social promotion 

methods, and a new marketing trend in the electronic commerce.

● 스마트비즈니스(509809)

Smart Business

최근의 경영환경은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경영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본 코스는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요인, 특징 분석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에 대하여 토의한다.

As the recent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a smart business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smart technology, 

the variety of smart business models are up and running. 

This course is to study the success factors, features of the successful smart business models as case studies and also 

discuss the extension of the models.

● 웹개발및응용(509892)

Web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본 교과에서는, 웹 구축 기술을 공부한다.

마크업, CSS, 웹 디자인, DB 연동 등 웹 구축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study the web building techniques and applications.

This course covers basic subject on web development techniques as mark-up, CSS, web design, DB linkage etc.

● 웹평가기법과활용(산학연계학)(509896)

Web Evaluation Technique & Uses

본 교과에서는 웹 평가기법과 그 활용을 공부한다.

웹 표준, 웹 접근성, 마크업 오류 등 웹 평가에 대한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study the web evaluation techniques uses.

This course covers basic subject on the web evaluation as web standard, web accessibility, markup err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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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적자원관리론(산학연계학)(509970)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는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지원하는 기업의 주요 정보시스템이다. 본 수업에서는 

e-비즈니스시대에서의 기업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이를 위한 ERP의 역할 및 주요기능, ERP 구축을 위한 BPR방법론, CRM, 

SCM을 포함한 확장형(e-ERP)에 대하여 학습 및 실습한다.

ERP is a major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 that support the efficient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all the resources that 

enterprises have. We teach the role of corporate information systems in e-business days. And we deal with respect to the 

extended ERP (e-ERP), including BPR methodology, CRM, SCM and make a practice of key functions of ERP for making 

the role.

● 조사방법론의이해(509991)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ology

연구조사의 개념, 연구조사를 위한 측정과 자료수집, 그리고 자료분석방법을 강의한다. 연구의 종류와 실험설계, 자료수집방법, 

표본추출, 측정과 척도,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자료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research methodology, measurement and methods for collecting 

data, and the data analysis methods. It deals with topics such as the research types and experimental design, 

measurement and methods for collecting data, sampling methods, measurement and scale, measure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various data analysis methods.

● 프로그램언어(510036)

Program Language

본 교과에서는 프로그램언어 JAVA를 공부한다.

JAVA 기본문법을 익히고 응용 실습을 통해 코딩, 컴파일, 실행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study the programming language JAVA.

This course Learn the basic grammar of JAVA and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 covers the basics such as coding, 

compiling, an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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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Division of Hotel, Tourism and Foodservice Management)

◎ 전공핵심

● 관광산업의이해(401516)

Introduction of Tourism Industry

관광산업의 역사, 주요개념 및 기초적인 이론들을 소개하며, 관광산업의 부문별 특징과 현황을 학습한다.

An overview and survey of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 with emphasis on the travel market, tourism components, 

professional roles and emerging.

● 외식산업의이해(401571)

Introduction to Foodservice Industry

외식산업의 중요성과 기본적 이해를 목적으로 외식산업의 개념과 정의, 외식산업의 특성, 외식산업의 성장배경 및 발전과정, 

외식산업의 현황, 그리고 외식산업과 문화 등은 물론 외식산업분야별 사업특성에 따른 경영관리의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foodservice operations, beginning with an overview of the foodservice industry at large. 

Attention is initially focused on major industry segments, business practices, and trends.

● 호텔컨벤션산업의이해(401613)

Introduction of Hotel & Convention

환대산업의 대표적인 호텔과 컨벤션 산업의 전반적 현황과 운영상의 특징 등을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한다.

This subject aims to develop students’ understanding of hotels and convention as an area of study. It aims to explo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tel and convention industry, features of various department and management skills for 

successful hospitalit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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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국제관광경영학((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국제관광경영학과는 21세기를 주도할 관광산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오대양 육대주를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 경영 

대상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케 하고 나아가 세계 및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광경영학과에서는 관광기업경영 관련 과목, 어학 관련 과목, 레저기업경영, 

여가시간 활용 관련 이론 및 실무과목을 중점 교육한다.

■ 교육목표

국제관광경영학과는 관광산업이 국가적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될 만큼 유망산업으로 각광 받음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국제관광경영학과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공과목으로는 관광사업론, 관광마케팅, 관광개발론 등의 관광기업경영 관련 강좌, 관광가이드에 필요한 어학 관련 강좌, 

여행산업론, 국제항공산업론, 이벤트․컨벤션산업론 등 레저기업경영 관련  실무강좌를 교과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갈수록 관광 전문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취업 전망도 밝으며, 여행사, 항공사, 호텔, 크루즈사, 리조트, 

주제공원, 카지노 등과 같은 관광관련기업 및 한국관광공사 및 공무원 등과 같은 관광행정 분야, 정부 및 민간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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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국제관광경영학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 전공핵심

● 관광객행동론(401515)

Understanding Tourist Behaviors

관광자들의 관광 관련 의사결정과정, 관광활동참여를 통해 갖는 경험과 의미, 관광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 사후행동, 그리고 

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examines tourists' decision-making process, experiences and meanings of travel participations, benefits 

acquired from travel participation, post travel behavior, and influential factors on tourist overall behavior.

● 관광자원의이해(401517)

Tourism Resources

관광자원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고, 관광자원의 기능과 그 효과를 파악하여 관광자원의 보호와 활용 및 관광 자원화 방안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

Studies the resources elements of the world tourism system, including, basic concepts and the theories and application.

● 국제관광론(500633)

International Tourism

국가별 국제관광활동의 대상이 되는 매력물에 대한 조사 및 발표를 통해 대륙별 특성을 도출하며, 궁극적으로 각 국가별 국제관광 

상품과 콘텐츠 개발의 장점과 관광상품화 방안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연계개발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major attractions frequently used for international tourism and travel. Final objective is to find 

ways to utilize advantages of each attraction for Korean context.

◎ 전공심화

● 관광영어(401307)

Tourism English

관광분야와 관련된 정보 활용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 관련 영어 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This course dissects tourism related articles written in English in order to improve abilities to utilize tourism rel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in global economy.

● 관광개발론(500462)

Tourism Development

관광개발에 앞서 그 이론적 기초가 되는 각종 단계들을 하나의 시스템 형태로 파악하여 올바른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관광지 조성에 관련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기존 관광지의 재개발 및 종합적인 관광단지 조성, 개발에 따른 이론을 연구한다.

Review the importance of an environmental and social ethic in planning and design, the process and products, and how 

planning and design can influence people and places.  Contribute to a planning or design process and be able to critically 

examine various types of plans and designs.  The course should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the role that tourism places can play in sustaining them.

● 관광기업창업론(500467)

Commencement of tourism business

관광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창업의 전반적 과정과 내용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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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e general knowledge for starting tourism business. Also, learn about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maintaining 

tourism related businesses.

● 관광마케팅(500469)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ourism Marketing

관광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원리 및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관광산업 마케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aim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uniqueness of marketing for tourism industry through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cases needed for building marketing strategy for tourism businesses.

● 관광일어(500480)

Japanese for Tourist

관광업무 분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초급수준의 실무일어를 학습한다. 또한, 일본 

관광기업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한 일본관광시장의 흐름을 학습한다.

Provides hospitality managers and supervisors with imtermediate Japanese skills that can be applied to their daily 

operations. Prepares future hospitality managers with a intermediate framework of the Japanese language.

● 관광자원해설론(505249)

Interpretation on Tourism Resources

관광자원 및 관광지가 가진 의미를 효과적으로 관광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Basic principles, philosophies, and methodologies of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processes and practices between 

resource interpreter and publics using or affected by natural,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 places;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gathering, analyz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exhibits, presentations, 

publications and programs.

● 복지관광론(505852)

Tourism for Welfare

복지관광은 존중되어야 하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형편 속에서 대중관광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을 관광에 참여하게 하여 사회계층간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nature and needs of individuals and groups who may be devalued in our society due to 

disability, illness, age (youth and older adults), gender, sexual diversity, and ethnicity. Course will emphasis on attitudes, 

creating meaningful leisure opportunities and leisure lifestyles in diverse communities, and different models of practice 

within a leisure/tourism context.

● 여행산업론(506013)

Travel Agency Operation

관광산업의 주요 분야인 여행산업에 대해 여행업의 조직관리, 업무내용, 경영실태, 조직화 과정 등을 연구하여 여행사 경영과 

관리에 요구되는 능력을 배양한다.

A study of the functions of the travel agency including ticketing, tariffs, routing and scheduling, hotel, car rental, rail 

reservations and agency sales reporting.

● 관광중국어(506391)

Tourism Chinese

관광업무 분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초급수준의 실무중국어를 학습한다. 또한, 중국 

관광기업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한 중국 관광시장의 흐름을 학습한다.

Provides hospitality managers and supervisors with intermediate Chinese skills that can be applied to their daily 

operations. Prepares future hospitality managers with a intermediate framework of the Chines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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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이벤트기획론(506759)

Event and Festiv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국내·외 지방축제와 이벤트를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축제와 이벤트의 현황분석,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평가 등 축제 및 이벤트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학습과 실제 지방 축제 및 이벤트 참가와 결과 

평가에 관한 실습을 실시한다.

This course examines principles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Topics include the significance of events and festivals, management,planning processes, methods and evaluation of 

events and festivals, infrastructural requirements, impacts, volunteers, sponsorship,programming,and eent planning 

development.

● 항공산업론(506806)

Introduction to Airline Indurstry

항공사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항공사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다.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airlines including current issues in this industry.

● 관광기업인적자원관리(506833)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ourism Industry

관광기업 조직의 직무, 채용, 교육 및 훈련, 동기부여, 수행능력 평가 등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모든 이론과 사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향을 학습한다.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pplied to contemporary theories and practices in the Tourism industry : labor 

relations, training, development, motivation and performance appraisals.

● 전시·컨벤션산업론(507597)

Introduction to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y

전시 및 국제회의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기획, 운영 및 관리방안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며, 실제로 전시, 이벤트 및 

국제회의를 참관하고, 전시 및 국제회의를 직접 기획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Role of the exhibition and meeting planner, including setting objectives program planning, site selection, negotiation, 

transportation, registration, promotion and budget management.

● 대안관광론(507598)

Alternative Tourism

최근 자연 중심의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파괴와 문화적 파괴가 

나타나기 쉬운 생태관광지나 농촌관광지에서의 방문객의 운용과 개발계획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중심적 수용능력에 대한 

측면을 간과해 왔다. 따라서 대안관광에 대한 수업을 통해 생태관광지와 농촌관광지의 관광대상지로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개발 계획 및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natural area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past serveral years. Unfortunately, this trend 

has overwhelmed the ability of many destinations to adequately plan and manage for visitation in what are often 

ecologically, rurally and culturally fragile areas. This commentary on the subject focuses attention on the eco tourism 

destination and rural tourism destination, as well as the understanding of concepts, development planning and adaption 

which influence sustainable development.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관광기업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기업이 당면하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의 특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is subject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ossible bottleneck problems confronted by tourist businesses which are 

resulted from changing macro environmental forces and seek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of solution to alleviate tho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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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관광기업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기업이 당면하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의 특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is subject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ossible bottleneck problems confronted by tourist businesses which are 

resulted from changing macro environmental forces and seek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of solution to alleviate those 

problems.

● 인문관광세미나(508811)

Humanities and Turism Seminar

인간의 관광행위와 행위의 대상인 관광자원영역을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관광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배양한다.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knowledge of tourism, looking tourist behavior and tourism resource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 헬스투어리즘(508813)

Health Tourism

국내외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의 현황과 사례를 통한 건강중심의 관광콘텐츠 개발방안을 학습한다. 특히, 

의료관광, 헬스 투어, 치유 중심의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개발 및 경영관리에 요구되는 능력을 배양한다.

Introduction to the health and healing related industry explaining  in the various departments in tourism industry. This 

course teaches practical health and healing issue in the hospitality industry, forms and develops health and healing 

tourism contents productions.

● ICT와관광정보(509536)

ICT and Tourism Information

관광목적지/관광기업의 관광정보 제공에 있어 접목되고 있는 ICT기술의 추세와 전망, 범위, 방식 그리고 파생되는 관광정보의 

효과성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관광정보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aims to investigate useful and effective way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ourism information quality 

provided by tourist destinations and/or tourist businesses. To accomplish the course aim, we will investigate the trends, 

prospects, areas, and types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ffectiveness of tourism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ICT application.

● 관광경제분석(509604)

Tourism Economic Analysis

관광현상의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미시적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로서의 관광자의 행태, 관광생산자의 형태와 관광자원의 이용 및 

관리, 관광시장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며, 거시적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간의 관계, 국가경제와 관광산업간의 관계, 

국제경제와 관광산업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economic complexities of tourism, including travel forecasting, tourism spending, and the 

costs and benefits for the bigger travel suppliers in the micro level, and countries and governments in the macro level. 

Other topics including demand analysis, economics of planning, cost/benefit analysis, secondary economic impacts, 

public decision making, externalities, public finance and supply considerations in urban and rural tourism situations.

● 관광법규실무(509606)

Practical Tourism Law

관광산업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법규인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및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습득한다.

An overview of laws, in tourism and hospitality fields, which includes aspects of management, employment and labor 

laws, guest laws issues, contract law and civil right.

2017.02.21 15:18:594 / 5[Uca0402r]



● 관광상품개발홍보론(509607)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ourism Products

관광자들이 가진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방안과 관련된 이론, 최근 추세, 그리고 우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광자중심의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에 필요한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aims to increase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tourist centric new tourism products and various 

promotion tools such as advertising, PR, sales promotion, and personal selling through reviewing relevant theories, recent 

trends, and excellent practices.

● 문화와관광(509703)

Cultural Tourism

문화는 한나라 국민의 생활방식과 사고를 포함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매력요소중의 하나이므로 문화의 본질 및 

현상, 발전과정, 현대문화의 문제점, 바람직한 문화발전 방향, 문화산업에 미치는 관광의 역할, 문화시장예측 등의 학습을 통하여 

현대사회 속의 문화를 이해한다. 또한 문화유형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안목과 응용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ultural tourism is one of the exciting growth areas of tourism. This course describes a process through which cultural 

assets may be developed for use an cultural tourism products in a way that allows for cooperation between tourism 

managers and cultural heritage manager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in its context is 

acknowledged throughout the course.

● 호텔리조트산업론(510071)

Hotel Resort Industry

호텔과 리조트 사업의 개념과 자원 및 개발과 정보 등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스키리조트, 골프리조트, 해양리조트, 온천리조트, 

테마파크, 실버리조트, 수상리조트, 카지노리조트 등 다양한 성격의 리조트 개발과 계획 수립 및 평가 및 다양한  영향정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Hotel and resort industry, resources, development  and industry, 

information, and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for ski resort, golf resort, marine resort, spa resort, 

theme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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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호텔·컨벤션경영학(Hotel & Convention Management)

호텔․컨벤션경영학과는 21세기를 주도할 호텔․컨벤션경영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경영분석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텔․컨벤션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호텔․컨벤션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호텔․컨벤션 분야의 제이론과 이에 바탕을 둔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과목으로 중점 교육한다.

■ 교육목표

호텔․컨벤션경영학과는 21세기 최고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주축인 호텔 및 컨벤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응하여, 

부산광역시 4년제 대학에서는 최초로 호텔․외식경영학전공으로 2000년에 개설되었다. 2004년도에는 호텔․컨벤션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5년도에는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학년도에는 학과제의 실시로 

호텔컨벤션․외식경영학부에서 호텔․컨벤션경영학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카지노실습실과 매너 및 에티켓 

교육실을 보강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호텔․컨벤션경영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호텔리어 및 

MICE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호텔경영분야의 제이론 및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에 바탕을 둔 

실습 및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컨벤션기획 및 운영실무교육을 통해 현장중심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며, 셋째, 국제화 

시대의 호텔․컨벤션산업에서 요구되는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개념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외국어 능력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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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호텔·컨벤션경영학 (Hotel & Convention Management)

◎ 전공핵심

● 컨벤션산업의이해(401598)

Introduction to Convention Industry

MICE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국제회의, 인센티브, 전시회 등에 대한 유치 및 운영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amiliarizes students with planning, organizing and operating international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and exhibition. Emphasis is placed on the modes and methods used in organizing conventions and exhibitions, as well as 

the ability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their operation.

● 호텔경영학개론(401612)

Introduction to Hotel Management

호텔컨벤션경영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텔업의 역사에서부터 전반적 호텔 산업의 특징, 각 호텔 부서의 운영상의 특징, 

성공적인 호텔 경영활동을 위한 이론적 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해 호텔 경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This subject aims to develop students’ understanding of hotels as an area of study. It aims to explo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tel industry, features of various department and management skills for successful hotel operation.

● 서비스경영론(501898)

Service Management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호텔외식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서비스경영측면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공 요인을 연구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familiarize the student with principles and philosophies of management, with emphasis on 

theories that are most relevant to management in service-based industries.

◎ 전공심화

● 국제매너와에티켓(400843)

International Manners and Etiquettes

환대산업 등의 서비스 종사자로서 꼭 숙지해야하는 국제매너와 에티켓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반복적인 실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한다.

This subject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s of international manners and etiquettes which service industry employees 

must be familiar with. The lecture includes relevant practical training sessions.

● 호텔경영전략론(505502)

Strategic Manage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

경쟁이 치열한 사업 환경 속에 호텔 기업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과 다양한 사례로서 

효과적인 전략 수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subject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issues that consultants and managers generally 

face in the phase of developing competitive hotel strategies

● 호텔연구조사방법론(506883)

Hotel Research Methods

호텔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방법과 기술들을 다루는 과목으로 과학적인 분석 

절차, 데이터 수집, 통계적인 기술과 분석 등 조사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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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s of research practice. It introduces students to the 

process of research project formulation and the key elements of research design namely choice of unit of analysis, 

measurement,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 호텔인적자원관리론(508191)

Hotel Human Resource Management

조직 내 인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인적자원관리, 인사정책, 인사환경, 직무분석, 교육훈련, 임금과 

복리후생, 인간관계, 노사관계와 정부규제 등을 강의한다. 특히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호텔산업의 인사관리가 갖는 제 문제를 

심도 있게 학습한다.

This subject integrities the study of forms and processes of organizations with the human factors policies such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sonnel, working environment, training, wage, welfare, and labor.

● 환대산업소비자행동론(508196)

Hospitality Consumer Behavior

호텔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호텔 산업 소비자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나온 이론들을 이해 숙지시킨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many variables that, through complex interaction, determine 

consumer behavior. Theories from psychology and sociology are explored so that the student is able to identify consumer 

application in the hospitality industry

● 조리기초및실습(508322)

Culinary Theory and Practice

조리의 입문단계로 조리와 관련된 식재료의 식품이론 및 조리기술의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분야별 조리기술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의 기본이 되게 하고, 향후 조리사 및 외식사업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조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basic cooking techniques and their relation to baking methods. Students prepare products such as 

soups, stocks, savory items, fruits, entré(both hot and cold), vegetables, and starches, and practice culinary knife skills 

and cuts.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컨벤션 실무 기획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실질적인 컨벤션 계획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기획서 

작성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모의 컨벤션 기획서를 작성, 발표하고 실제로 이를 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ubject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knowledge of convention planning practice. The lecture involves writing planning 

reports and presenting them.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 Ⅱ

이 강좌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의 창업관련 거시 정책이슈들을 다루며 또한 사례분석 및 관련 된 경영학이론들과 함께 개인 및 

조직수준의 창업활동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따라서 이 강좌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하는 필요한 비즈니스 도구 및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새로운 벤처, 재무분석, 인적자원 이슈, 비즈니스 운영, 법적 고려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에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covers the macro-level policy issues such as the role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nd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antecede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together with detailed case study as well as 

in-depth understanding of relevant managerial theories. 

Accordingly, this course will develop business tools and skills necessary to successfully start and operate a business. 

Focus on evaluation of new ventures, financial considerations, personnel issues, business operations, legal 

considerations, and business plan.

● 글로벌호텔산업연구(509152)

Research of Global Hot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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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에서는 호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영전략 개념을 소개한다. 세계 대형 체인호텔들이 첨예한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전략'과 '수익관리 전략'의 핵심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대다수 다국적 체인호텔이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심층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This subject introduces the concepts needed for hotel management strategy competitiveness. The core of the world's 

largest hotel chains are running for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thorny 'network strategy' and 

'revenue management strategy reveals in detail.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business model adopted multinational hotel 

chains have focused in-depth analysis

● 호텔기업리더십(509153)

Hotel Corporation Leadership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윤리적,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호텔기업을 리더하고 관리하는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주제는 전통적 리더십이론과 함께 셀프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윤리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등과 같은 새로운 리더십 개념들을 포함한다. 또한 조직 환경, 결정적 상황,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실행 등의 분석을 포함한다.

This course will develop student skills necessary to lead and manage hotel corporations in an ethically, environment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way. This subject covers in the areas of traditional leadership theory, in addition to 

new leadership trends such as self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authentic leadership. It will include 

analysis of organizational work environments, critical situations,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implementation.

● 호텔컨벤션마케팅Ⅰ(509154)

Hotel & Convention Marketing I

호텔컨벤션마케팅 I & II는 마케팅 전반에 대한 개념 및 트렌드 그리고 미시 및 거시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호텔 컨벤션 산업에 

마케팅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산업의 형태, 규모, 특성과 시장조사 방법, 시장광고 등에 관한 분석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Hotel & Convention Marketing I & II are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knowledge of not only the basic concept and trend 

of marketing but also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marketing in the context of hotel and convention industry. Marketing is 

viewed as a systematic thought process, a set of techniques underlying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marketing strategy 

and tactics, taken within the context of hospitality services.

● 도시브랜드전략(509155)

City Branding Strategy

효과적인 관광 및 마이스 목적지로서 도시의 브랜드화라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마케팅 관점에서 도시 브랜딩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도시 브랜드의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of branding cites as an effective mean of developing tourism and MICE destination, 

this subject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ocra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 of city branding and introduce 

successful examples of city branding

● 호텔조직관리론(509160)

Hotel Organizational Management

이 강좌는 호텔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직행동, 의사소통, 그룹행동, 의사결정, 조직구조론, 윤리 등 인간측면을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호텔에서의 인간행동에 관한 학습과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특히 타인과의 협조, 의사소통, 코칭과 상담, 

피드백, 목표설정, 스트레스관리, 창조적 문제해결, 동기부여, 권력, 갈등관리, 그룹역학 및 효과적인 팀개발 등에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human side of managing hotel organizations, including organizational behavior, 

communications, group behavior,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structure theory, and ethics. This course also will 

develop student skills through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theories of human behavior in hotels. Areas addressed include: 

working with/through others, communication, coaching and counseling, providing feedback, goal setting, stress 

management, creative problem solving, motivation, power, conflict management, and group dynamics and developing 

effective teams.

● 호텔컨벤션마케팅Ⅱ(5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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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Convention Marketing II

호텔컨벤션마케팅 I & II는 마케팅 전반에 대한 개념 및 트렌드 그리고 미시 및 거시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호텔 컨벤션 산업에 

마케팅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산업의 형태, 규모, 특성과 시장조사 방법, 시장광고 등에 관한 분석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Hotel & Convention Marketing I & II are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knowledge of not only the basic concept and trend 

of marketing but also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marketing in the context of hotel and convention industry. Marketing is 

viewed as a systematic thought process, a set of techniques underlying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marketing strategy 

and tactics, taken within the context of hospitality services.

● MICE상품개발실무(509540)

Introduction to MICE Product Development Practice

본 과목은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 Event)이 국제회의, 인센티브투어, 컨벤션, 전시 및 이벤트를 

포괄하는 용어이듯이 MICE는 복합적인 연출과 종합적인 구성에 의하여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MICE는 행사장의 기획과 

연출, 식음료 관리, 프로그램 기획, 연회행사, 교통 및 숙박, 커뮤니케이션 등의 복합적인 상품의 구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MICE is to term that encompasse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centive tours, conventions, exhibitions and events, and 

this is carried out by a complex construction. Therefore, this course is for planning and directing the venue,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program planning, and banquet events, transportation and lodging. And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 관광MICE법규및정책(509603)

MICE Laws and Policies

본 과목은 호텔과 MICE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설과 사례를 강의한다. 특히 

학생들이 호텔과 MICE관련사업 수행 및 발전에 대한 법적인 필요조건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하는 목적을 가진다.

This subject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knowledges of tourism(hotel and MI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introducing relevant case studies

● 글로벌호텔브랜드사례연구(509624)

Case study for Global Hotel Brands

하얏트, 메리어트, 리츠칼튼, 쉐리톤 등 다양한 글로벌 호텔브랜드 경영전략의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하여 브랜드 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호텔 브랜드 세분화를 통하여 지역별, 표적시장별 맞춤화된 경영전략을 펼치는 글로벌 호텔그룹들에 대한 브랜드 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The hotel business has become a business of brands. Every major brand management issue (global brand expansion, 

brand portfolio development, new brand development, etc.) is being explored. An understanding of the competitive context 

and intra-and inter-brand dynamics will help students to comprehend the global hotel industry management strategy.

● 와인·커피이론및실습(509879)

Wine·Coffee Theory and Practice

와인의 유래 및 기원, 와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인의 개성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떼루아에 대한 이해와 구세계 및 

신세계 와인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 와인 서비스 방법 등을 직접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고, 커피 관련 지식들을 살펴보고, 

커피 로스팅, 커피 추출 등 실습수업을 통하여 바리스타 실무에 대한 애해를 넓히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eory of wine and coffee through following major components: origin of wine, classification of 

wine, understanding of terroir, history of coffee, coffee vegetation and kinds of coffee beans. Students learn how to make 

and serve wine, decanting wine, in addition with roasting and brewing of coffee.

● 유니크베뉴관리론(509901)

유니크 베뉴 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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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거시적, 미시적 베뉴 요소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컨벤션산업을 위한 현대화된 베뉴와 전통적인 베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시각과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erve special opinion and ability to coordinate traditional and modernized venue for pleasant 

and convenient of convention industry making th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of micro and macro venue’element in the 

city.

● 전시박람회세미나(509974)

Exhibition and Trade Show Seminar

국가 경제 및 문화교류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전시행사 및 무역박람회에 대한 실무 능력을 토론 형식으로 배양한다.

This seminar style lecture aims to develop student’s practical business skills in the field of organizing and planning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trade show.

● 지속가능한호텔경영의실제(509998)

Practices of Sustainable Hotel Manage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한 사회의 개발과 발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적 경영 추세는 재무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환경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옮아 왔고, 이제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지속가능한 호텔관리를 위한 윤리경영, 호텔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을 

다룬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pany is very large. In the modern world, and that 

company is because the key position i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the society. Global business trend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financial management now, been replaced by ethic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w moving into substantiality. In this course covers the ethics, Hote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cluding for 

sustainable hotel management.

● 체인호텔경영관리론(510006)

Chain Hotel Operations Management

체인호텔경영에 핵심인 총지배인의 역할과 호텔프랜차이즈 계약, 위탁경영계약 등 체인호텔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객실, 식음료 부서 등 영업부서 매니저와 인사, 재무, 시설부서 등 관리부서 매니저들의 업무내용들에 

대해 학습해 봄으로써 호텔경영 관리자로서 시야를 학생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overview of hotel general manager’s role and overall interests in hotel franchise contract and 

management contract in chain hotel operation management. During studying this course, students will have the managerial 

outlook of various department heads such as Rooms Division, F&B Director in profit-producing section and H.R, Finance, 

Engineering Director in administration section of hotel enterprise.

● 카지노경영관리및실습(510010)

Casino Management and Practice

카지노산업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 산업에 관련된 법적, 사회적, 경제적 비즈니스 환경 상황을 다루며, 카지노운영에 대한 전반적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ent to an overview of casino management and casino hotel operations.  Emphasis is 

placed on casino game practice, casino hotel management, government regulations, economic impact, social and cultural 

concerns of the casino.

● 컨벤션정책론(510013)

Convention Policies

MICE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개최지 이미지와 제도, 그리고 제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우위의 방향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적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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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is for learning MICE Industry policies theories for

destination competitiveness. To this purpose, It is studies comprehensive strategic policy of considering destination image, 

tourism system and various environment. And country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MICE 

industry

● 클럽&리조트경영의실제(510019)

Practices of Club & Resort Management

이 교과는 리조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제와 클럽이라는 고객조직의 다양한 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리조트 역사와 특성, 

리조트 경영에 대한 외부적인 변화, 리조트산업의 종류, 여가산업의 유형, 스포츠 클럽, 식음료 클럽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This course deals mainly with various aspects of the overall flow of the customer's organization for club resort industry. In 

particular, the resort's history and characteristics, external changes to the resort management, resort type of industry, type 

of leisure industry, sports clubs, food covers the content of such clubs.

● 호스피탈리티산업의이해(510066)

Introduction to Hospitalty Industry

호텔, 레스토랑, 단체급식, 카지노, 컨벤션, 크루즈, 여행산업 등 호스피탈리티산업 전반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관련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This subjec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general understanding of various hospitality field such as hotels, restaurants, 

casino, cruse and travel agencies.

● 호텔F&B관리및실습(510067)

Hotel Food & Beverage Management and Practice

호텔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식음료부문과 관련된 이론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식음료 업무에 대한 그 이해를 돕고, 다양한 

식음료업장에 필요한 테크닉을 체득함으로써 호텔 식음료부서 지배인으로서 갖춰야할 소양 함양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practically apply the releva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cquired in Food 

& Beverage management and practices. Students learn and practise various service techniques which required to become 

a F&B manager. The style of service varies from basic to five-star level, providing the simulation of what will be expected 

during employment in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 호텔경영정보시스템(510068)

Hote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호텔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프런트오피스 시스템, 백오피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시스템, POS 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등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피델리오 프로그램을 통하여 객실예약, 등록, 수납, 객실관리, 야간회계, 업장관리 등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해 봄으로써 호텔기업에 있어 경영정보시스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overview of property management systems (PMS) through four standard application software 

modules: front office operations, back office operations, guest-operated interfaces and non-guest operated interfaces etc. 

Students will find out the role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in hotel management aspects.

● 호텔관리회계(510069)

Hotel Managerial Accounting

호텔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손익관리, 세무 업무, 현금 입출금관리 및 현금 유동성 관리, 원가관리, 재무제표 작성 등 

기본적인 호텔관리회계 처리과정을 익히는 과목이다.

This subject aims to introduce process of hotel managerial accounting principles, including cost-profit management, tax 

accounting, cash flow management, cash liquidity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financial statements.

● 호텔기업디자인경영(510070)

Design Management for Ho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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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기업에 디자인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 디자인,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호텔산업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창의적 콘텐츠를 

기획, 생산 및 경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경영 역량을 키우고, 향후 호텔기업 경영에 새로운 경영기법으로써 서비스 디자인경영에 

대한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Hotel design management encompasses business decisions, and strategies that enable innovation and create 

effectively-designed hotel products, services, and brands that enhance our quality of life and provide hotel organizational 

success. Design management seeks to link design, innov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It is the art and science of 

empowering design to enhance collaboration and synergy between "design” and "business” to improve design 

effectiveness.

● 호텔회계재무(510072)

Hotel Accounting Finance

학생들에게 기본 회계 뿐 아니라 호텔기업의 매출관리를 위한 일일매출보고서 작성, 외상매출․수입관리, 신용카드매출관리, 

환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재무회계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The primary aim of the subject is to ensure that students are equipped with the minimum level of understanding and 

competence in financing accounting of hotels, including daily sales report, sales management, credit sales management, 

foreign ra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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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외식산업경영학(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ment Major)

외식산업경영학과는 외식산업분야의 과학적․체계적인 연구 및 이론학습, 그리고 전문실무교육을 통하여 외식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자질, 소양을 갖추어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외식산업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바탕을 둔 실습과 사례중심의 전문 교과목을 중점 교육한다.

■ 교육목표

외식산업경영학과는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외식산업의 질적 발전과 기여는 물론 외식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2004년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설되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레저생활의 대중화로 외식산업이 주목받게 되면서 

외식사업창업, 호텔식음료지배인, 패밀리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 매니저, 호텔조리사 및 제과제빵사, 푸드스타일리스트, 음식 및 

식문화 평론가, 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단체급식관리자, 외식컨설턴트 등 외식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개설되었다. 외식산업경영학과는 "21세기 전문직은 외식산업경영자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존의 

관광․유통학부에서 2004년부터 호텔관광경영학부로 편제가 바뀌면서 외식산업경영학과로 신설되었으며, 이후 2006년 

호텔관광학부가 호텔컨벤션․외식경영학부로, 2007년에는 외식산업경영학과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로 

통합되었다. 외식산업경영학과는 글로벌 지향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로 외식산업분야를 외식사업경영․조리 및 

제과제빵․식음료 분야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과과정으로 각 분야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산업경영이론은 물론 조리, 제과제빵, 커피, 와인, 기타 식음료와 관련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조리실습실과 식음료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해외 유명대학 및 호텔, 레스토랑 등과 정기적 교류와 산학실습을 

통한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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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외식산업경영학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ment Major)

◎ 전공핵심

● 외식산업통계학(401447)

Statistics in Food Service Industry

외식기업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통계학은 현상을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실증적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론이다. 본 강의에서는 외식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관련된 

통계절차들을 확률분포이론, 통계적 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비모수통계분석 등과 같은 통계주제와 함께 학습한다.

In the uncertain environment around food service companies, objective and accurate information is required for reasonable 

decision-making. Statistics is a methodology based on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o produce empirical results. In this 

lecture, students will learn the process of statistics related to events occurring in food service industry with the statistical 

topics of probability distribution theory, statistical test, analysis of variance, regression analysis, and non-parametric 

statistics.

● 레스토랑관리론(401541)

Restaurant Management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등 외식사업의 경영관리는 물론 창업과 경영전략, 메뉴관리 등 외식경영에 

관한 전반적․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지식, 그리고 사업 분야별 생산과 운영 등 레스토랑관리를 위한 특성을 학습한다.

The purposes of this course is to study overall and fundamentals theory and practical knowledge of marketing in the food 

service business such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s well as start-up business, business strategies, and menu management. This course 

also covers the characteristics of restaurant management related to production and operation according to business 

categorization.

● 마케팅원론(501169)

Fundamentals of Marketing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광범위한 마케팅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마케팅의 정의와 법칙과 같은 

기본적인 학문적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the range of marketing decisions in order to sell its products and service. In particular, this 

course focuses on how to plan, practice, and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cademic 

knowledge like the definition and principle of marketing.

◎ 전공심화

● 한국조리및실습(401044)

Korean Cooking Practice

한국요리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조리의 기초적 이해는 물론, 지방별 식재료의 특성 및 조리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요리의 특징을 이해함과 아울러 실기를 통한 전문조리사로서의 자격 또는 경영에 필요한 상품과 지식을 학습한다.

Prepare, taste, serve, and evaluate traditional, regional dishes of the Korea. Emphasis will be placed on ingredients, flavor 

profiles, preparations, and techniques representative of the cuisines of the Korea.

● 경영전략(507424)

Business St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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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함에 물론, 환경창조를 통해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의 기초를 학습한다. 비전, 목표, 전략, 실행계획의 

구조와 내용을 익히며, 이미 확립된 전략이론과 함께 전략의 신개념을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전략의 성공적 실천에 대해 이해를 

도모한다.

This is the capstone course in business. Students apply knowledge gained in accounting, economics, finance, 

management, and marketing to develop business strategies. Case studies, simulations, and other exercises are used to 

develop executive skills.

● 외식산업마케팅조사론(507820)

Marketing Research in Food Service Industry

본 과정은 주로 외식산업 마케팅 조사절차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외식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고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의미 있는 결과와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mainly focuses on the process of marketing research in food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this course covers 

various ways to analyze data regarding food service business, and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reveals meaningful results and academic · practical implications.

● 외식산업소비자행동론(507822)

Consumer Behavior in Food Service Industry

외식기업의 마케팅활동에서 시장의 핵심이며 활동자인 소비자의 거시적, 심리적, 사회적인 행동의 근원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e marketing activities of food service companies,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and study factors which can influence 

customer behaviors as a core value in the market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icro-economical, psychological, 

sociological points, and doing so will be helpful to develop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 외식산업프랜차이즈경영(507828)

Foodservice Franchising Management

외식산업 프랜차이징경영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물론 프랜차이즈시스템의 개념과 운영방법, 프랜차이징의 계약 및 법규, 

프랜차이즈 패키지, 프랜차이즈 국제화전략 등에 대해 학습한다.

A Comprehensive course designed to examine the franchisor, franchisee and owner/manager relationships in foodservice 

operations and the mutual obligations created by each type of contract.

● 국제경영(508327)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국제경영의 성장, 다국적기업의 본질, 국제무역이론, 다국적기업의 문화적․경제적․정치적․법률적 환경, 국제경영전략, 다양한 

해외시장진출전략, 국제인적자원관리, 국제생산관리 등을 이해하게 하고, 범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경영자를 양성함에 목표를 둔다.

This course is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multinational companies,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cultural · economic · political · legal environments,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 strategies entering 

foreign markets,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production management, and to foster 

managers with global perspectives.

● 창업실무조리및실습(508332)

Foodservice Industry Culinary Art

조리원리, 기초조리, 동서양조리, 제과제빵, 식음료 서비스, 와인, 메뉴계획, 푸드스타일링 등 조리분야의 지식과 실기능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사를 위한 마케팅, 인사, 재무회계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응능력향상, 조리전문가로서 자질과 

실무능력 배양을 학습한다.

An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fundamental cooking theories and techniques. Topics of study include tasting, kitchen 

equipment, knife skills, classical vegetable cuts, stock production, thickening agents, soup preparation, grand sauces, 

timing, station organization, plate development, and food c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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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외식사업창업의 개념, 성공요인, 업종 및 업태의 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사업계획서작성, 재무분석, 마케팅전략, 

창업시뮬레이션 등 외식사업창업에 따른 전반적인 개념과 절차, 방법, 그리고 전략 등에 관한 분석 및 실행능력을 습득케 함으로써 

외식사업경영자로서의 실무습득 및 실행능력을 학습한다.

A study of the procedures to research and develop a restaurant from concept to opening. Emphasis will be on market 

research, site development, financial feasibility, and the formulation of an operating plan for an individual restaurant.

● 식품재료관리(509162)

Food Processed Administration

외식상품의 원재료가 되는 식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적절히 가공한 상태로 식품의 저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식품을 보존 저장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basic food storage on the commercial value up with quality elevation and food sanitation the process  

physical ․ chemical proper-ties utilization food of a special subject of study.

● 외식산업재무회계원리(509165)

Principal of Foodservice Accounting

외식기업 경영에 필요한 회계학의 기초와 재무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실습을 습득하게 한다. 

회계학의 역사, 회계학에서 다루는 문제, 현대회계모형(발생주의), 회계측정의 개념, 회계순환구조의 이해, 재무 분석 및 예산통제, 

주자결정, 자금 조달 결정, 배당결정, 자본비용, 자본구조 결정 등을 연구한다.

As the first course in accounting & financial management, basic concepts of accounting and finance are discussed. History 

of accounting, measurement, identification, ways of reporting, accounting cycle, and modern accounting model(namely, 

accrual basis), including financial market, time value of money, risk analysis and valuation models, and cost of capital are 

main topics in this course, Basic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corporate form of Business are the primary focus of the class.

● 외식산업촉진관리(509167)

Communication Strategy for the Foodservice Industry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이라 해도 고객이 알고 있지 못하면 판매되지 않는다. 표적시장의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광고와 PR 및 홍보, 판매촉진, 인적판매 등의 마케팅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develop a general understanding of how goods, services, ideas, 

people, and organizations can be promoted.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this class, course participants will have a 

working knowledge of the following.

● 구매및원가관리(509168)

Purchasing & Cost Management

외식사업 경영에 있어서 원가관리는 곧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식음료 원가 관리인 구매, 저장, 생산, 판매서비스, 

메뉴관리와 인건비, 경비관리 등 효율적인 원가분석과 식음료 상품의 품질관리를 이론과 실무를 통해 습득한다.

Introduction to revenue and cost control in food service operations: systems for controlling, sales, food & beverages, labor, 

other costs and managing food quality. Application of principles related to menu planning, procurement, production, 

service, and inventory controls.

● 외식산업브랜드관리(509169)

Brand Management for the Foodservice & Restaurant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만큼 브랜드를 구축하는 노력은 마케팅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 이유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브랜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마음 속에 자사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브랜드관리 및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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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elp the students apprec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trategy and product and brand management. To 

explore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brand management and to chance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is 

important intangible strategic asset including brand associations, brand identity, brand architecture, leveraging brand 

portfolio management etc.

● 외식산업서비스운영관리(509170)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for the Foodservice & Restaurant

외식산업에서는 식음료와 더불어 무형의 서비스가 제품의 중요한 일부이다. 따라서 제품의 제조와 달리 서비스의 생산과 운영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외식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도록 고객만족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서비스운영관리 및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service operations, with considerable attention paid to cutting-edge quantitative 

techniques that can help services firms improve their operations. We will discuss approaches to key managerial decisions 

such as waiting line management, facility location, multiple site performance evaluation, and others.

● 외식산업컨설팅론(509172)

Consulting Methodology for the Foodservice & Restaurant

외식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업경영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peopl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consulting as a profession and industry, the consulting 

process, and the tools and techniques that can be used to help organizations improve performance and become more 

effective.

● 외식산업생산운영관리(산학연계학)(509389)

Foodservice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외식기업경영에 있어 결정적인 요구사항이다. 이 과목은 외식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제반 공공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생산, 조달 과정에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어떻게 

부가가치공정(Value Creation Processes)들이 작동되는지, 어떻게 그 공정들이 향상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론적 분석도구와 사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배우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operations management not only in foodservice companies but also 

public organizations. It covers the concepts, theories, and analytical tools for effective operations management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 production. Topics include productivity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inventory control, 

logistics management, and service management.

● 서양조리실습Ⅰ(509773)

Western Cuisine Practice I

조리의 입문단계로 조리와 관련된 식품이론 및 조리기술의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분야별 조리기술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의 기본이 되게 하고, 향후 조리사 및 외식사업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조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basic cooking techniques and theory of food related to cooking method. Doing so will be the basic of 

required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 for various cooking parts. This course also cover overall knowledge of principle of 

cooking for students who want to be cook or food service manager.

● 서양조리실습Ⅱ(509774)

Western Cuisine Practice II

서양조리와 관련된 용어 및 식재료, 그리고 기본기술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기실습을 통하여 습득하며, 아울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요리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의 요리와 상품특성을 연구하는 등 조리사 또는 외식사업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서양조리실무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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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egrate students culinary training, academic studies, and field experience using fundamental 

cooking techniques, topics of contemporary significance, food science, aesthetics, and sensory perception as frameworks. 

Advanced Cooking is an examination of taste, cooking techniques, ingredients, and flavoring techniques.

● 외식산업서비스의이해(509881)

Introduction to Service in Food Service Industry

외식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 마케팅 현안들에 대하여 학습하다. 또한, 서비스 마케팅 전략, 서비스 

마케팅 믹스, 서비스 품질관리, 그리고 다른 서비스 마케팅의 중요 요소들의 시사점들에 대하여 다룬다.

The course introduces the service marketing issues faced by organizations competing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This 

course also covers the implications of service marketing strategies, service marketing mix, service quality management, 

and other critical elements in service marketing.

● 외식산업유통전략(509882)

Distribution Strategy in Food Service Industry

외식산업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의 이해와 아울러 제품에 수반되는 

원재료 물론 효율적 소비를 돕는 입지 등의 유통시스템에 대해 학습한다.

Distribution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components of a company’s competitive strategy in the foodservice industry. 

This course guide to distribution channels provides students with proven tools and go-to-market strategies for refining 

channel strategies and managing distribution systems.

● 외식산업인적자원경영론(509883)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Food service Industry

외식산업이 제조기업과 다르게 거의 모든 직무가 사람의 직접적인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적합한 인재와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중요한 바,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채용 및 배치관리, 조직 및 직무설계, 임금관리, 노사관계관리 등 외식산업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practically-oriented examination of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function from a managerial 

perspective. An analysis of the legal, oper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in recruiting, selecting, hiring, training, 

compensating, developing, disciplining, evaluating, and terminating employees.

● 외식산업조직행동의이해(509884)

Organizational Behavior in Food Service Industry

개인목표와 조직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행위와 집단행위에 초점을 두어 종합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lets students understan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an organization and its 

employees. Learning the concepts and methods to simultaneously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employees and the 

effectiveness of an organization is the purpose of this course.

● 조리과학원리(509990)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Cooking

식품에 물리적 화학적 조작을 가하여 합리적인 음식물로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고 식품을 위생적으로 적합하게 처리를 한 후 먹기 

좋고 소화하기 쉽도록 하는 과학적 과정을 통하여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process of reasonal food production with physical and chemical utilization. Students will learn the 

intake process of  safety food through the scientific process helping good digestion after proper and sanitary treatments.

● 주류학&실무(509995)

Beverage Management & Practice

주류 및 음료 관리 경력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운영관리를 구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본 교과목은 설계되었으며, 주류 및 

음료의 트렌드, 리스트 작성, 가격 결정, 음식과 주류의 조화, 구매, 저장, 원가관리, 창의적 판매전략 등이 본 교과목의 

핵심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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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intend to pursue a career in beverage management. This course specifically 

covers the management of beverage operations such as beverage trends, beverage list development, beverage pricing, 

food and beverage pairings, purchasing, storage, cost controls and creative beverage merchandising.

● 주방및메뉴관리론(509996)

Food Production and Menu Management

주방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식음료 매출관리의 주체가 되는 시설과 작업배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레스토랑, 

바, 단체급식 등의 외식사업 업종과 업태에 따른 컨셉을 구성하고 있는 주방과 업장의 배치, 서비스 공간, 테이블, 좌석, 작업동선, 

주방설비 등의 효율적인 설계, 그리고 색깔, 조명, 소품 등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와 공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학습한다. 그리고 메뉴기획과 디자인 모형을 중심으로 마케팅 도구와 고객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영효율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Kitchen is a space which can create economic added value. Facilities and work alloc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food and beverage revenue management. This course covers scientific ways to manage space such as kitchen designed 

by concepts according to types of food service business, and effective designs considering layout of service area and 

kitchen area, and visual design of color, lighting, and props. In addition, students will learn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with marketing tools and customer management focusing on menu planning and design.

● 커피바리스타&창업(510012)

Coffee Barista & Starting up in Business

커피의 재배조건을 식물학적으로 접근하고 한 잔의 커피가 생산되는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소개하며 커피성분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국제커피산업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커피산업의 유통구조와 마케팅에 관해 학습하고 학습을 통한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커피 메뉴를 실습하면서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해 보고 과학적인 커피 메뉴를 개발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Introduce cultivation condition of coffee as a perspective of botany and the systemic process of 

produced one cup of coffee, and to acquire physical chemical knowledge regarding a coffee component. With trend 

analysis of international coffee industry, this course also covers a study on structural distribution of Korean coffee industry 

and marketing, and try to investigate customer response to coffee based on the acquired knowledge, and develop a 

scientific coffee menu while practicing various coffee menus.

● 푸드테라피및코디실습(510034)

Food Therapy and Styling

식생활의 풍요로움으로 수명연장을 위하여 치료보다 예방을 위한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배우고 음식의 기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공간적 기술로서 색과 조형성이 지닌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조리의 치유음식 이해 및 실습하고  식재료의 이해, 

요리방법은 물론 색과 푸드스타일 배경과 음식, 사람과 음식 관계 등을 학습한다.

This class aims to study the effects of ingredients on the human body in terms of fluent food-life and sustainable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than treatment, In addition, with the understanding of food therapy and styling, this class 

covers the utilization of spatial skill and the transformation of product having esthetics and formativeness beyond the basic 

form of food. Furthermore, this class introduces the understanding of ingredient, cooking method, the background of food 

styling and the color of foo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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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의료·보건·생활대학(College of Nursing, Healthcare Sciences & Human Ecology)

의료‧보건‧생활대학은 건학이념인 동의지천(東義知天)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 

의료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 및 보건전문가와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창조할 생활과학도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간호학, 임상병리학, 치위생학, 방사선학, 의료경영학, 물리치료학 분야와 보육·가정상담학과, 식품영양학 분야의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 교육목표

의료보건대학은 2012년 자연과학대학이 자연과학대학과 의료보건대학으로 분리됨에 따라 새로이 발족하였다. 1993년 

자연과학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된 이후, 2007년 임상병리학과, 2009년 치위생학과, 2010년 방사선학과가 각각 신설되었다. 2012년 

단과대학 개편에 따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의 4개 학과로 출발한 의료보건대학에 2012년 

의료경영학과, 2013년 물리치료학과가 신설되었다. 2017년 단과대학 개편에 따라 의료·보건·생활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간호학과(110명), 임상병리학과(50명), 치위생학과(40명), 방사선학과(25명), 의료경영학과(30명), 물리치료학과(40명), 

보육·가정상담학과(1981년 신설, 40명), 식품영양학과(1984년 신설, 45명) 등 총 8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인, 보건전문가 및 생활과학도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병원, 교육기관 등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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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간호학과(Nursing)

동의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정의, 창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간호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 교육목표

간호학과는 1993년에 신설하여, 1997년에는 내실 있는 간호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교육과정영역 우수학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여 2014년 6월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정부인정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하였다. 간호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0년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개설, 2005년 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개설, 2012년에는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간호사, 간호연구자 및 간호교육자 등의 양성과 간호학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선두주자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직 간호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본 학과 졸업생은 전국 종합병원,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보건의료기관, 산업장 및 국외 의료기관 등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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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간호학과 (Nursing)

◎ 전공핵심

● 간호학개론(400007)

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간호학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과목으로 세계사와 한국사에서 간호의 변천을 알아보고, 간호의 개념, 간호학 및 간호전문직의 특성을 

이해한다.

Theoretical and historical aspects of professional nursing: development of nursing roles, scopes of practice, problem 

solving, ethical decision making and the philosophy of nursing.

● 인간심리의이해(400352)

Human Psychology

인간의 심리현상, 심리학적 이론 등을 학습하여 간호환경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To acquire coping competenci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job stress in nursing setting by learning 

psychological phenomena and theory.

● 인간의성장발달(400353)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인간의 성장,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현상을 이해하고 각 발달단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발달 과제를 이해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Focuses on the process of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out the lifespan.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processes.

● 한의학개론(400562)

Introduction to Oriental Medicine

한의학의 기본원리가 되는 음양, 오행, 육기이론을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생리현상을 정기신혈, 장부, 경락의 체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외부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생체의 내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각각의 계층에 속하는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전일적인 관점에서 전체생명의 현상발현을 위해 각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한다.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the five elements and the six energies are fundamental theories of Oriental Medicine. 

Explains physiological phenomena through the system of sprit energy; spirit; blood,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entrails, 

meridian theory.

● 간호관리학Ⅰ(401312)

Nursing ManagementⅠ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간호관리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적 간호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여 진취적인 간호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함양 및 그 능력을 배양한다.

A comprehensive overview of scientific nursing management applied nursing management process. Nursing management 

process is include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and controlling.

● 간호관리학Ⅱ(401313)

Nursing ManagementⅡ

간호단위관리, 리더십, 간호정보체계, 간호서비스 마케팅을 포함한 직접적인 간호관리 적용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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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btain evidence-based nursing management knowledge including management of nursing unit, leadership, nursing 

information system and nursing marketing.

● 간호관리학실습(산학연계학)(401503)

Practicum in Nursing Management

임상현장학습을 통해 과학적 간호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경험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Application of scientific management theories to steps of the management process and analysis of selected critical issues 

to the professional nursing, nursing management, motivation theory, leadership and quality of care.

● 임상간호실습입문(401585)

Introduction to Clinical Nursing Practicum

기본간호학의 학습목표에 따라 실험실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 기본 간호술을 실제 임상간호 현장에서 다양한 간호대상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각 전공영역의 현장 실습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

Applies basic nursing methods obtained in a laboratory:  To improve health maintenance, promotion of the health and to 

increase problem solving knowledge, attitude, skills using nursing process.

● 통합시뮬레이션실습(401604)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um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임상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통합적인 실습과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전문화된 임상술기,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적응능력을 함양한다.

Integrated practice course to apply simulation scenarios similar to clinical practice focusing on clinical practice improves 

specialized clinical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and practical adaptive ability through a process outgoing solve the nursing 

problem based on self-directed learning.

● 간호과정(500096)

Nursing Process

대상자의 간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인 간호과정을 이해하고, 전문직 간호에 관련된 지식 

체계를 확립하여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데 활용한다.

Provides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nursing process which consists of five interrelated steps: 

assessment, diagnosi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o meet the bio-psycho-social needs of the client.

● 간호연구(500099)

Nursing Research

연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연구의 일반적 절차, 문헌고찰, 연구디자인, 연구변수 측정, 자료 분석 및 해석,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법을 학습한다.

Provides knowledge of a general procedure and elementary statistical methods(review of literature, research design, 

measurement, sampling,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for research, and writing of research.

● 건강사정(500118)

Health Assessment

인체 계통의 구조와 생리적 기전의 정상반응과 비정상 반응을 구별하고, 인체의 기능, 일상 활동기능, 정신사회적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Study of knowledge and techniques used in physical, functional, and psychosocial health assessments on individuals.

● 기본간호학Ⅰ(500753)

Fundamentals of Nursing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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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은 임상현장에 간호의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들은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간호의 주요 개념(인간, 건강, 환경, 간호)과 기본적인 지식 및 원칙을 학습한다.

This course of Fundamentals of Nursing is to develop and enhance the basic ability to apply theoretical knowledge of 

nursing to the clinical situation. In this Fundamentals of Nursing, students learn the key concepts of nursing(human, health, 

environment, nursing) and foundational knowledge and principles of nursing for solving problem of clients.

● 기본간호학Ⅱ(500754)

Fundamentals of Nursing Ⅱ

기본간호학은 임상현장에 간호의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들은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간호의 주요개념(인간, 건강, 환경, 간호)과 기본적인 지식 및 원칙을 학습한다.

This course of Fundamentals of Nursing is to develop and enhance the basic ability to apply theoretical knowledge of 

nursing to the clinical situation. In this Fundamentals of Nursing, students learn the key concepts of nursing(human, health, 

environment, nursing) and foundational knowledge and principles of nursing for solving problem of clients.

● 기본간호학실습Ⅰ(500755)

Fundamentals of Nursing Intervention and Skills Ⅰ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중재술을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Practicing and learning correct and accurate basic nursing intervention and skills based on evidence for solving nursing 

problem of client.

● 기본간호학실습Ⅱ(500756)

Fundamentals of Nursing Intervention and Skills Ⅱ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중재술을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Practicing and learning correct and accurate basic nursing intervention and skills based on evidence for solving nursing 

problem of client.

● 모성간호학Ⅰ(501219)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Ⅰ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의 과정과 이에 따른 합병증을 이해하고, 여성 생식기 질환의 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여성의 건강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Presents an understanding of the scientific knowledge of pregnancy, labor, puerperium and women's health problems. 

Develops analytic skills and practical techniques.

● 모성간호학Ⅱ(501220)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Ⅱ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의 과정과 이에 따른 합병증을 이해하고, 여성 생식기 질환의 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여성의 건강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Presents an understanding of the scientific knowledge of pregnancy, labor, puerperium and women's health problems. 

Develops analytic skills and practical techniques.

● 병원미생물학(501483)

Pathogenic Microbiology

미생물에 대한 숙주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일반적 성상, 감염 및 면역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간호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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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vent diseases occurring in human, new approaches on controlling etiological agents, Vaccine development and new 

drugs will be discussed.

● 보건의료법규(501488)

Health and Medical Law

보건의료관계법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교수내용은 간호사국가시험과 관련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포함한다.

Presents an overview of the important fundamental principles of health and medical laws concerning blood control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Dicusses of basic health and medical law, prevention, narcotic law, quarantine law, insurance 

law, AIDS' law, and community health law.

● 생리학(501822)

Physiology

정상적인 인체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체의 주요 기관의 기능과 그 조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Establishes a background of nursing phenomena; the interactive operations of elements of a human body in a systemic 

and scientific examination; the functions and function-controlling of main organs in a normal human body.

● 성인간호학Ⅰ(502013)

Adult Nursing Ⅰ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및 대사 장애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회복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초간호과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사정, 진당,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Provides theoretical perspectives, science-based knowledge and principles needed by students to guide their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for adults with nutritional and metabolic(alimentary and endocrine system) disorders.

● 성인간호학Ⅱ(502014)

Adult Nursing Ⅱ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면역장애와 운동장애(근골격계)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회복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초간호과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Provides theoretical perspectives science-based knowledge and principles needed by students to guide their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for adults with Immunologic and mobility(musculoskeletal system) disorder.

● 성인간호학Ⅲ(502015)

Adult Nursing Ⅲ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장애(신경계)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건강회복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초간호과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Provides theoretical perspectives, science-based knowledge and principles needed by students to guide their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for adults with coordination(neurologic system) disorder.

● 성인간호학Ⅳ(502016)

Adult Nursing Ⅳ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화장애(호흡기계와 심맥관계)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회복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초간호과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사정, 진당,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 비파적 사고 역량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Provides theoretical perspectives, scientific knowledge and principles of the nursing process and choice of nursing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oxygenation(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system) disorders.

● 성인간호학Ⅴ(502017)

Adult Nursing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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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화장애(혈액계), 배뇨장애 및 성기능장애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회복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초간호과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Provides theoretical perspectives, scientific knowledge and principles of the nursing process and choice of nursing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oxygenation(blood system), elimination(urinary system) and reproduction(breast and male 

reproductive system) disorders.

● 성인간호학Ⅵ(502018)

Adult Nursing Ⅵ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감각 및 피부장애(청각, 시각, 피부, 화상)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건강회복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초간호과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Provides theoretical perspectives, science-based knowledge and principles needed by students to guide their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for adults with sensory and integmentary system disorder.

● 아동간호학Ⅰ(502399)

Child Health Nursing Ⅰ

아동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providing health care to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omoting physical health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managing common health problems.

● 아동간호학Ⅱ(502400)

Child Health Nursing Ⅱ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아동과 가족의 건강증진, 질병관리를 위하여 아동의 생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질병간호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진취적이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providing nursing care to the newborns,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omoting physical health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managing acute and chronic illness.

● 의사소통론(502898)

Communications in Nursing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감 있는 간호사로서 간호현장에서 치료적 인간관계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Knowledge and skills in helping relationships. Basic principles and factors of therapeutic nurse-client communication 

techniques.

● 임상병리학(503099)

Clinical Pathology

질병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포, 조직, 장기에 연관된 질병의 원인, 질병의 발병론, 형태학적 변화, 기능적 변화의 기본적 병리 과정과 

기전 및 임상적 의의를 학습하여 간호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Pathology is a bridging discipline involving both basic science and clinical practice. It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in cells, tissues and organs. By the use of molecular, microbiologic, immunologic and 

morphologic techniques, pathology attempts to explain the "whys" and "wherefores" of the signs and symptoms for rational 

clinical care and therapy.

● 임상약리학(503105)

Clinical Pharmacology

약리학의 기초적 이론과 약물의 성상, 작용 및 부작용 등을 학습함으로써 간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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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s the actions and action mechanisms of medicin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Discusses the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biotransformation, secretion and effect of medicines.

● 정신간호학Ⅰ(503471)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Ⅰ

인간의 총체적 활동으로서 정신현상과 역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정신건강 회복, 재활을 돕는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유능하고 창의적인 정신간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함양한다.

Provides knowledge of nursing processes with clients and families experiencing psychiatric/mental health disruptions; 

history, theories, legal and ethical issue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 정신간호학Ⅱ(503472)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Ⅱ

인간의 총체적 활동으로서 정신현상과 역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정신건강회복, 재활을 돕는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유능하고 창의적인 정신간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함양한다.

Provides knowledge of nursing processes with clients and families experiencing psychiatric/mental health disruptions; 

history, theories, legal and ethical issue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 정신간호학Ⅲ(503473)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Ⅲ

인간의 총체적 활동으로서 정신현상과 역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정신건강회복, 재활을 돕는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유능하고 창의적인 정신간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함양한다.

Provides knowledge of nursing processes with clients and families experiencing psychiatric/mental health disruptions; 

history, theories, legal and ethical issue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 지역사회간호학Ⅰ(503690)

Community Nursing 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파악하고, 지역사회간호사업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인 틀을 이해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Identifie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of Korea, understands the basic concepts and theoretical frame of community health 

nursing and ables ability to understand, diagnose, plan, execute, and evaluate health issues of community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health of community.

● 지역사회간호학Ⅱ(503691)

Community Nursing Ⅱ

가족과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이슈들과 가족간호의 이론적인 틀을 이해하고, 간호사업 대상자인 가족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가족의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능력을 갖는다.

Understands issues in individual and family health care and theoretical frame of family nursing and ables creative and 

progressive nursing ability to understand, diagnose, plan, implement and evaluate health issues of family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family health, the subject of nursing.

● 지역사회간호학Ⅲ(503692)

Community Nursing Ⅲ

역학,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의 기본원리와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간호실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Understanding basic principles and scientific knowledge of epidemiology, environment and industry health, and ables 

ability to apply on practical field of nursing.

● 직업윤리(503709)

Profession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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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의 직업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해 학습하여 간호사로서 윤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다.

Acquiring attitude as nurse by learning nursing responsibiliti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quality in nursing care and the 

ethical obligations of the profession.

● 해부학(504377)

Human Anatomy

인체에 대한 육안해부학적 지식을 등, 팔, 머리, 목, 가슴, 배, 골반 및 다리 등에 대해 국소 해부학적으로 접근, 학습함으로서 인체 

각 부위의 정확한 기술능력을 기르게 하며  임상과 관련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게 한다.

In this Anatomy course, the gross anatomy of the human body is studied and follows regional approach including all 

systems of the body. Lectures are clinically oriented, emphasizing particular areas of clinically relevant oriental medicine.

● 성인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Ⅰ(505661)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Ⅰ

성인간호학 기초공통 영역, 재활간호 및 소화기계와 내분비계 건강 문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성인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Application of theoretical knowledge and nursing processes to the care of adults in a medical unit or a surgical unit. 

Focuses on alimentary and endocrine disorder, rehabilitation nursing, and nursing in Korean medicine.

● 아동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Ⅰ(505663)

Practicum in Child Health Nursing Ⅰ

아동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 간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 실무에서 아동의 특성을 확인하고, 

간호 과정에 따라 간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the student the opportunity to practice the nursing knowledge, skills, and nursing process 

in managing and meeting physiological and developmental health need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clinical settings.

● 모성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Ⅰ(505664)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Practice  Ⅰ

모성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 간호의 기본지식을 근거로 하여 실제 간호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간호 

과정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Practices skills and techniques of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in clinical settings. Introduces 5-step nursing 

processes and pregnancy, labor, puerperium and women's health problems.

● 성인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Ⅲ(505665)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Ⅲ

응급환자와 중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과 간호기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대상자에게 통합적 간호를 제공한다.

Application of knowledge and skill for comprehensive nursing care to adults with acute and critical health problem.

● 정신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Ⅰ(505666)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Ⅰ

정신 간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간호 현장에서 간호과정을 경험한다.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with patients experiencing acute and chronic psychiatric mental health disruptions. 

Applica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concepts to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with identified health needs.

● 지역사회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Ⅰ(505667)

Community Nursing Practice Ⅰ

우리나라 최일선 공공보건사업 기관인 보건소의 사업내용과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 노인보건사업 등을 

파악하며, 나아가 보건사업을 기획, 평가하는 능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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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s task contents of health centers, which are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and health and nursing business 

such as home visiting, health promotion, mother and child health, elder health, and ables ability to plan and evaluate health 

business.

● 아동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Ⅱ(505668)

Practicum in Child Health Nursing Ⅱ

아동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 간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 실무에서 아동의 특성을 확인하고, 

간호 과정에 따라 간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the student the opportunity to practice the nursing knowledge, skills, and nursing process 

in managing and meeting physiological and developmental health need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clinical settings.

● 모성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Ⅱ(505669)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Practice Ⅱ

모성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 간호의 기본지식을 근거로 하여 실제 간호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간호 

과정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Practices skills and techniques of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in clinical settings. Introduces 5-step nursing 

processes and pregnancy, labor, puerperium and women's health problems.

● 정신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Ⅱ(505670)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Ⅱ

정신 간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간호 현장에서 간호과정을 경험한다.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with patients experiencing acute and chronic psychiatric mental health disruptions. 

Applica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concepts to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with identified health needs.

● 지역사회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Ⅱ(505671)

Community Nursing Practice Ⅱ

지역사회간호 및 보건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간호대상자인 개인,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호제공 및 보건교육을 적용하는 능력을 갖는다.

Ables ability to apply health education and provide nursing to individuals, health, and community citizens, who are subjects 

of nursing at fields of community  based on basic principles and scientific knowledge of community health nursing and 

health education.

● 성인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Ⅱ-Ⅰ(507174)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Ⅱ-Ⅰ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호흡장애, 순환장애, 및 영양대사 장애 외과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Application of theoretical knowledge and nursing process to the care of adults in a medical unit or a surgical unit. Focuses 

on nursing care of acute and chronic cardiopulmonary and gastrointestinal disorder.

● 성인간호학실습(산학연계학)Ⅱ-Ⅱ(507175)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Ⅱ-Ⅱ

신경계와 근골격계 환자 간호, 노화와 노인건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운동장애, 조정장애 대상자와 노인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Application of theoretical knowledge and nursing process to the care of adults in a medical unit or a surgical unit. Focuses 

on musculoskeletal and neurologic disorder, and gerontology.

● 건강사정실습(508054)

Practicum Health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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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계통의 구조와 생리반응, 신체적 기능과 일상 활동기능, 정신사회적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위해 신체검진, 면담, 기능검진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분석․통합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A course of practice on wholistic nursing health assessment based on physical assessment,  functional assessment and 

health interview.

● 핵심간호술기실습(508831)

Practice of Core Nursing Interventions

대상자의 간호문제해결에 필수적인 간호중재술을 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하게 선정하여 정확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간호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This course is to enhance correct selection and accurate practice of core nursing interventions for solving nursing problem 

of client.

◎ 전공심화

● 간호정보학(400006)

Nursing informatics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간호정보시스템,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 방안 등을 학습하여 병원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Management of nur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o promote the health of people, families, and communities worldwide and 

application of nursing informatics knowledge is empowering for all healthcare practitioners in achieving patient centered 

care.

● 노인간호학(500839)

Gerontological Nursing

건강한 노인과 병든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Study of the nursing knowledge and skill for the eldery. Focuses on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 보건교육(501484)

Health Education

건강,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과 관련된 이론 및 개념의 적용을 위한 기본을 이해하며, 구체적으로 건강행위, 학습·교수, 보건교육 

기획, 보건교육 방법 및 매체, 보건교육 평가의 내용을 습득한다.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applying theories and concepts related to health,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Study 

of health behavior, learning, teaching, health education planning, health education method and media, and evaluation.

● 응급간호(502835)

Emergency Nursing

응급상황에서 응급 건강문제를 즉각적으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의 기본적 원리와 기술 및 그 

이론적 근거를 학습한다.

Offers basic principles and skill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phasizes application of emergency nursing 

processes for cop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Focuses on emergency delivery system, triage model, BLS, ACLS, 

assessment of emergency clients, emergencynursing care and management of the emergency care unit.

● 임상영양학(503107)

Clinical Nutrition

영양소의 이화학적인 성질과 체내에서의 기능을 이해하고, 영양소의 요구량과 평가 및 결핍증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간호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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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e etiology of various diseases in relation to nutrient metabolism. Provide the principles of patient assessment and 

nutritional car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ose diseases.

● 재활간호학(503224)

Rehabilitation Nursing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재활 대상자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건강문제를 간호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Study of the rehabilitation knowledge and skill about common health problems of the disabled who are in hospital and 

community.

● 보완대체간호(505849)

Alternative & Complementary Nursing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간호 중재를 포함하여, 향기요법, 요가, 경락마사지 등의 동서양의 

독자적 간호중재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focuses on exploring healing approaches originating in varying cultures and time periods. These, healing 

approaches are being revived and used as complements to allopathic health care. Topics will be examined from both a 

cognitive and practical perspective.

● 글로벌간호(508055)

Grobal Nursing

국제적 간호 언어, 국제 간호추이, 국가 간 건강과 간호의 개념, 건강관리 제도와 건강관리 실천에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간호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A study for the globalization of nursing through the analysis on international nursing language, trend in nursing science, 

common health and nursing concepts, and commonality and speciality of  international health delivery system and health 

care practice.

● 간호영어(508829)

English for nurses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직업적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의학용어와 임상영어회화를 학습한다.

To improve nurses’ communication skills at work and their level of the English language in key areas of nursing in the 

context of healthcare situations.

● 종양간호학(508830)

Oncology nursing

종양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Comprehensive nursing care for the client with cancer. Focused on  health promotion and enhancing quality of life.

2017.02.21 15:18:5910 / 10[Uca0402r]



교육목표 및 약사

임상병리학과(Clinical Laboratory Science)

임상병리학은 인간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자연과학과 의과학을 접목하여 질병의 진단, 경과, 치료효과 및 예후 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학문이 융합된 응용학문이다. 우리 인류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기에 계속되는 연구를 통하여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에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고, 이와 더불어 질병진단 분야에도 많은 첨단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의과학 분야에서 임상진단과 관련하여 전문화된 의료인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맞추어 임상병리학 분야도 

해를 거듭하여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임상병리학과는 이론적 의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임상병리학 전반에 

첨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화된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생명과학의 한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의과학의 한 분야에서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인류 복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임상병리학과의 발전은 현재와 미래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 교육목표

첨단화되고 있는 의과학 분야의 수요 필요성에 따라 2007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임상병리학과는 30명 정원으로 신설하여 

출발하였으며, 동년 7월 증원 신청을 하여 20명 추가 증원을 동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2009년에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첫 임상실습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 1기 졸업생 23명을 배출하였다. 2012년 의료보건대학 신설과 함께 

소속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임상병리학과는 굳건한 기틀을 확립하고 학문의 정진에 노력하여 미래 의과학 분야 전문인 

배출의 요람으로 발전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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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임상병리학과 (Clinical Laboratory Science)

◎ 전공핵심

● 임상해부학(300232)

Clinical Anatomy

인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 및 인체의 형태와 조직화를 이해한다.

Understanding of human anatomy is an essential subject to understand clinical phenomena. The course will focused on 

basic structures of constructive human body and its organs.

● 일반미생물학(400365)

General Microbiology

일반미생물 전반에 걸친 형태, 구조, 대사생리, 유전 현상을 공부하며, 기초와 응용 연구를 위한 개괄적 이론을 탐구한다.

The course covers morphology, structure, physiology and function of microorganisms.  Emphasis will be placed on basic 

and applicable principles of integrated microbiological areas.

● 일반미생물학실험(400368)

Experiment of General Microbiology

미생물 이론을 바탕으로 세균, 효모, 방선균, 곰팡이 등을 배양하며 미생물의 취급법, 보관법, 생리연구 등을 위한 실험기술을 

배양한다.

This course expands on much of the material covered in Microbiology lecture.  Emphasis will be placed on laboratory 

techniques: bacterial, yeast and fungal culture, fermentation, analysis of bacterial growth, and mutation in bacteria.

● 일반화학(400378)

General Chemistry

전반적인 화학이론에  관한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생명과학의 화학적 배경에 대한 기초를 공부한다.

Chemistry deals with finding what different substances are made of, what kind of transformations take place, and different 

chemically related facts about a certain organism or substance.

● 임상병리학개론(400880)

Biomedical Lab Science

기초 인체생물학을 익히고 질병에 의해 변화되는 병리적 현상을 분석하는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It discusses pathogenesis and effects of selected disease states in several organs. Epidemiological, aetiological, 

pathogenetic, structural and physiological changes are again presented, together with likely complications and prognostic 

features.

● 임상생화학(400952)

Clinical Biochemistry

생물체의 구성 성분인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의 기본구조, 기능, 생합성과정을 익히며 생체구성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여 환자의 생화학 검체에 대한 처리 및 검사법을 익히고 탐구한다.

Course covers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ellular components, such as proteins, carbohydrates, lipids, 

nucleic acids, and other biomolecules. A lecture and laboratory course for clinical technology majors which emphasizes 

the specimen of clinical importance with structure of biomolecules, chemical compound, etc.

● 임상면역학(401050)

Clinical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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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면역에 관여하는 기관과 세포에 대하여 익히고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 메카니즘을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탐구한다. 또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면역반응을 학습한다.

Clinical Immunology studies the nature of host defensive responses to infection, including diseases that result from 

dysregulation of these responses.

● 임상면역혈청학및실습(401051)

Clinical Immunology and Serology and Laboratory

인체의 혈청과 체액을 면역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진단하는 학문으로 감염, 외래물질에 대한 반응, 자가반응 등을 포함한다. 

임상학적 이론과 진단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Immunology and Serology is the scientific study of immune responses, blood serum and other bodily fluids. The course 

covers the diagnostic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immune responses, antibody analysis in the serum and other bodily 

fluids.

● 임상분자진단학및실습(401053)

Clinical Molecular Diagnostics and Laboratory

임상적 질병 진단에 분자생물학적 방법(genomics and proteomics)을 응용하는 원리와 기술적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익힌다.

Course helps to understand the basic vocabulary and concepts of molecular diagnostics. Perform the following techniques: 

DNA extraction, RNA extraction, PCR, RT-PCR, cloning. Students will interpret test results and develop a plan to apply 

molecular diagnostic techniques in their workplace. This course provides basic principals and techniques.

● 임상생리기능검사실습(401054)

Clinical Physiology Function Test

임상생리학을 기초로 다양한 최신 의용기기를 활용하여 생리기능현상을 직접 실습을 통해 해 봄으로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후를 

판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By using various newly introduced medical instruments, practical approaches of those analysis, diagnostics, treatments, 

and predictions of diseases will be focused in this course.

● 임상세균학Ⅰ(401058)

Clinical Bacteriology Ⅰ

병원성 세균의 특징과 병원성 유발 인자, 미생물 독소, 이들이 유발하는 병리적 현상, 검출과 제어 방법 등을 탐구한다.

Clinical bacteriolog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icrobial pathogens and their human hosts.

● 임상세균학Ⅱ(401059)

Clinical Bacteriology Ⅱ

병원성 세균의 특징과 병원성 유발 인자, 미생물 독소, 이들이 유발하는 병리적 현상, 검출과 제어 방법 등을 탐구한다.

Clinical bacteriolog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icrobial pathogens and their human hosts.

● 임상세균학Ⅲ(401060)

Clinical Bacteriology Ⅲ

병원성 세균의 특징과 병원성 유발 인자, 미생물 독소, 이들이 유발하는 병리적 현상, 검출과 제어 방법 등을 탐구한다.

Clinical bacteriolog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icrobial pathogens and their human hosts.

● 임상세균학실습Ⅰ(401061)

Clinical Bacteriology Lab Ⅰ

병원성 세균의 특징과 병원성 유발 인자, 미생물 독소, 이들이 유발하는 병리적 현상, 검출과 제어 방법 등을 탐구한다.

A laboratory course of clinical bacteriology for clinical technolog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icrobial pathogens 

and their human h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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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세균학실습Ⅱ(401062)

Clinical Bacteriology Lab Ⅱ

병원성 세균의 특징과 병원성 유발 인자, 미생물 독소, 이들이 유발하는 병리적 현상, 검출과 제어 방법 등을 탐구한다.

A laboratory course of clinical bacteriology for clinical technolog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icrobial pathogens 

and their human hosts.

● 임상의학용어(401064)

Medical Terminology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 질병명, 각종검사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구성과 활용법을 공부한다.

This course covers medical words, meanings and describing methods to understands biomedical studies.

● 임상조직학(401066)

Clinical Histology

해부학적 각 조직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의 차이를 익힌다. 임상학적인 조직의 특징을 학습함으로서 진단을 위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This course cover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histological tissues. It makes students to understand clinical features of 

tissues and organs and have them to develop diagnostic knowledge.

● 임상진균학(401067)

Clinical Mycology

임상적으로 중요한 진균의 구조, 화학적 성분, 증식과 사멸, 진균의 배양법 등 진균 분리 및 진단에 필요한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진균을 이해하고 처리기술을 습득하고 탐구한다.

A lecture and laboratory course for clinical technology majors which emphasizes the fungi of clinical importance with 

structure of fungi, chemical compound, growth and death, culture, etc. One section of this course is offered during the 

spring semester.

● 임상혈액학(401068)

Clinical Hematology

혈액 내에 존재하는 혈구의 조혈과정 및 분화, 특징을 이해하고 혈구세포들의 형태와 조절기전의 이상과 관련된 질병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결과해석을 공부한다.

The course will hypothesize those understandings of hematopoiesis and differentiation procedures of blood cells and their 

characteristics to perform methodologies and result interpretations for diagnostic analyses of various diseases in blood cell 

morphology and their regulatory mechanism-related dystrophy.

● 임상혈액학실습Ⅰ(401069)

Laborotory in Clinical Hematology Ⅰ

혈구세포의 조혈과정 및 분화 특징에 따른 형태감별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법을 이해하고 관련된 질환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법들을 직접 실험실습을 통해 이해한다.

Practical approaches of various tests to recognize morphological distinctions of hematopoietic procedures and their 

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will be delt with. The course also includes laboratory practices of hematologic tests for 

diseases related analysis.

● 임상혈액학실습Ⅱ(401070)

Laborotory in Clinical Hematology Ⅱ

혈액학의 지혈과 응고를 기초로 관련된 분석방법들을 직접 실험실습을 통하여 익히고 관련된 질환들의 결과해석방법을 이해한다.

Practicisms of hemostasis- and blood coagulation-related analyses will be performed and students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ate those rela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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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화학및실습Ⅰ(401071)

Clinical Chemistry & LabⅠ

혈액 및 각종 체액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과 아미노산, 비단백 질소 화합물, 지단백질 등의 대사와 질병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이러한 화학성분들을 분석하는 원리와 분석 기술을 익히도록 교육한다.

Clinical Chemistry and LabⅠ is generally concerned with analysis of body fluids, including blood. Students will learn to 

use, metabolism and measurment of carbohydrates, protein & amino acid, none protein nitrogen and lipids.

● 임상화학및실습Ⅱ(401072)

Clinical Chemistry & Lab Ⅱ

혈액 및 각종 체액에서 전해질, 무기질, 산염기 평형, 효소, 호르몬 등의 대사와 질병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이러한 화학성분들의 

분석원리와 분석기술을 익히도록 교육한다.

Clinical Chemistry and LabⅡ is generally concerned with analysis of body fluids, including blood. Students will learn to 

use, metabolism and measurment of eletrolytes, inoganic substances, acid - base balences, ensymes and hormones.

● 혈전응고학(401075)

Hemostasis & Thrombosis

혈액 내에 존재하는 혈구의 조혈과정 및 분화, 특징을 공부하고 지혈과 응고에 관련된 다양한 기전을 이해하여 관련된 질병의 특성 

및 결과해석을 이해한다.

Hemostasis and thrombosis are essential protective mechanisms of blood vessels, although these can cause circulatory 

diseases. The course will focus on various mechanisms of hemostasis, thrombosis, blood coagulation, and related 

diseases based on understandings of hematopoietic processes, blood cell 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 보건통계학실습(401084)

Oral Health Statistics Practice

병의원은 처방 전달시스템, 의무기록전산화로 축적된 데이터를 지식과 자료로 전환하여야 한다. 본 교과는 엑셀 통계기법 등을 

이용하여 병원의 지식경영을 통계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통계학의 기초이론을 통하여 각종 통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병원통계방법을 익힘으로써 병원 내 통계자료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This is a course designed to introduce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their application of statistical procedures, with a 

special focus on popular approaches to analysis in biological and health care-related researches.

● 감염관리학(401198)

Infection control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면회객 및 각종 물류의 이동이 많은 특성상 외부로부터 유입 또는 내부요인 등이 병원 내부로 침입할 위험이 

높습니다. 병원감염과 전파의 위험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The medical institution from the quality as a matter of outside where the movement of the patient visitors and the various 

goods is many danger which influx or internal factors etc. will inflow hospital is high. The course includes education for 

prevention from dangers of hospital infection and spread.

● 임상병리학실습Ⅰ(산학연계학)(401262)

Practice in Clinical Ⅰ

현장실습을 통해 검체의 채취, 취급, 보관방법 등을 익히며, 혈액실습, 생리적, 면역혈액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체액검사, 기생충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사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comprehensive guidance and practice including the analysis of samples from clinical 

trials in hospitals.

● 임상병리학실습Ⅱ(산학연계학)(401263)

Practice in Clinical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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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통해 검체의 채취, 취급, 보관방법 등을 익히며, 혈액실습, 생리적, 면역혈액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체액검사, 기생충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사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comprehensive guidance and practice including the analysis of samples from clinical 

trials in hospitals.

● 임상병리학실습Ⅲ(산학연계학)(401264)

Practice in Clinical Ⅲ

현장실습을 통해 검체의 채취, 취급, 보관방법 등을 익히며, 혈액실습, 생리적, 면역혈액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체액검사, 기생충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사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comprehensive guidance and practice including the analysis of samples from clinical 

trials in hospitals.

● 임상병리학실습Ⅳ(산학연계학)(401265)

Practice in Clinical Ⅳ

현장실습을 통해 검체의 채취, 취급, 보관방법 등을 익히며, 혈액실습, 생리적, 면역혈액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체액검사, 기생충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사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comprehensive guidance and practice including the analysis of samples from clinical 

trials in hospitals.

● 임상병리학실습Ⅴ(산학연계학)(401266)

Practice in Clinical Ⅴ

현장실습을 통해 검체의 채취, 취급, 보관방법 등을 익히며, 혈액실습, 생리적, 면역혈액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체액검사, 기생충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사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comprehensive guidance and practice including the analysis of samples from clinical 

trials in hospitals.

● 기초임상병리학실습(401378)

Biomedical Science Lab

임상병리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실험을 익힘으로서 응용분야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실습한다.

Course emphasizes basic technologies to analyze many fields of clinical lab sciences including culture of 

microorganisms, enzymatic reaction, antigen-antibody reaction, and parts of molecular biology.

● 순환계및폐기능검사학(401380)

Circuration system & Pulmonary function test

인체의 생리학적 기능현상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는지를 연구, 평가 분석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다양한 최신 의용기기를 활용한 

생리기능 현상을 분석 평가 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후를 판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Clinical physiology is an essential basic knowledge that will help to understand overall and detailed phenomena of 

regulations of human body functions. By using various newly introduced medical instruments, the course will focus on 

analysis, diagnostics, treatments, and predictions of diseases based on physiology.

● 신경및초음파검사학(401381)

Nervous & Ultrasonography

인체의 생리학적 기능현상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는지를 연구, 평가 분석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다양한 최신 의용기기를 활용한 

생리기능 현상을 분석 평가 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후를 판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Clinical physiology is an essential basic knowledge that will help to understand overall and detailed phenomena of 

regulations of human body functions. By using various newly introduced medical instruments, the course will focus on 

analysis, diagnostics, treatments, and predictions of diseases based on 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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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생리학(401382)

Clinical Physiology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접근하여 인체 각 부위의 정확한 구분과 기능을 공부하고 기본 인체 생리적 현상에 대해 

탐구한다.

Course covers the study of human structure and function for an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some of the 

key systems in the human body.

● 진단세포학(401385)

Diagnostic Cytology

인체 각 부위의 특징적인 세포의 구조와 특징을 익히고 질병의 세포학적 진단을 위한 표본의 채취, 제작, 판독 등에 필요한 이론을 

공부한다.

Cytopathology of malignant and benign lesions involving the trachea, bronchi, lungs, serous membranes, and the central 

nervous system. Cytopathology of childhood tumors, leukemia and lymphomas are also presented. Course includes 

microscopic exa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specimen.

● 요검사및체액검사학실습(401448)

Urinalysis and Body Fluids Lab.

인체내의 각종체액(소변, 뇌척수액, 활액, 정액, 양수 등)에서 생화학적 성분들을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분석기술을 익힌다.

Laboratory testing can be performed on many types of fluids from the body other than blood.

● 핵의학검사학(401449)

Radioactive Isotope Diagnosis

기초 핵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준검사법 및 방사면영과 방사선의약품취급 

등을 익히고 체외검사법에 대해 공부한다.

Course involves radioactive compounds (radiopharmaceuticals), which are used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and details the administration and imaging of these radiopharmaceuticals within the patient to detect 

abnormalities and deliver appropriate treatment.

● 요검사및체액검사학(401450)

Urinalysis and Body Fluids

혈액을 제외한 소변, 뇌척수액, 활액(관절액), 정액, 양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체액은 병적인 

상태에서 외관이나 구성 성분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임상학적 

이론과 진단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genitourinary system, procedures and principles behind the 

complete urinalysis, including physical, chemical, microscopic properties, and genitourinary disease status. Other body 

fluids including spinal fluid, synovial fluid, seminal fluid, and amniotic fluid analysis are also covered. Specimen handling, 

analysis and disease correlation are discussed for all fluids.

● 임상조직검사학실습(401451)

Practical Histotechnology

조직검체의 처리과정과 염색과정을 익히고, 직접 검경하여 조직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조직병리 진단에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The objective of practical histotechnology is the specialty devoted to the application of theoretical knowledge and practical 

techniques in the preparation of tissue samples for histopathological diagnosis.

● 진단조직학(4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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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pathology

해부조직학적 기초 지식을 토대로 조직의 비정상성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환자 조직의 표본제작과정, 염색법 등을 실험을 통하여 

익히고 분석 진단하는 원리를 탐구한다.

Histopathology is that branch of pathology which deals specifically with tissue abnormalities. The course covers the study 

of cells derived from smears and aspirates in cytopathology and it also includes autopsy practice where the cause of death 

is identified by gross and hist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ad.

● 공중보건학(500452)

Public Health Science

공중보건에 관련된 환경 위생, 전염병 관리, 식품 위생을 공부함으로서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공공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에 대해 

공부한다.

Course covers issues for public health, environmental problems, personal hygiene, networking departments for public 

health.

● 보건의료법규(501488)

Health and Medical Law

보건의료관계법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며 임상병리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혈액관리법 등을 

익힌다.

Course covers legal responsibility for clinical lab personnel, government regulation, public health regulation, protocols for 

infection prevention.

● 분자생물학(501613)

General Molecular Biology

생체구성화합물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며 특히 DNA, RNA, 단백질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며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이론을 

탐구한다.

Course covers the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proteins and the structure of nucleic acids, enzyme 

mechanisms and kinetics, the biochemistry of energy production, the nature and composition of biological membranes, the 

metabolism of nucleotides and other compounds, mechanisms of translation that operate in prokaryotes and eukaryotes to 

produce proteins from transcribed messenger RNAs, mechanisms of protein targeting and transport in cells, and the 

structurs and functions of other molecules.

● 세포생물학Ⅰ(502051)

Cell Biology Ⅰ

생명체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전정보의 발현과 전달과정, 유전정보의 산물인 단백질이 수행하는 

기능, 세포 내 각 소기관들의 기능 및 연관관계,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 등을 익힌다.

The course integrates the fundamental aspects of biochemistry, cell biology, and molecular biology.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biochemical principles, structure, synthesis, and function of proteins; nucleic acid metabolism; DNA and 

chromosome structure and replication; transcription and gene regulation in prokaryotes and eukaryotes; biomembranes; 

intracellular organelles and membrane trafficking; mitochondria and bioenergetics; cell signaling; cytoskeletal structure and 

function; cell cycle and cell growth; cancer; extracellular matrix and cell adhesion; and genetics of human disease.

● 세포생물학Ⅱ(502052)

Cell Biology Ⅱ

생명체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전정보의 발현과 전달과정, 유전정보의 산물인 단백질이 수행하는 

기능, 세포 내 각 소기관들의 기능 및 연관관계,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 등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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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integrates the fundamental aspects of biochemistry, cell biology, and molecular biology.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biochemical principles, structure, synthesis, and function of proteins; nucleic acid metabolism; DNA and 

chromosome structure and replication; transcription and gene regulation in prokaryotes and eukaryotes; biomembranes; 

intracellular organelles and membrane trafficking; mitochondria and bioenergetics; cell signaling; cytoskeletal structure and 

function; cell cycle and cell growth; cancer; extracellular matrix and cell adhesion; and genetics of human disease.

● 임상병리학(503099)

Clinical Pathology

질환의 원인, 발병과정과 결과를 밝히고 질병의 단위를 확립하는 학문으로 임상의학의 시작이며 해부학적 각 조직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의 차이를 익힌다.

The beginning of clinical medicine is the beginning of the clinical medicine, recognizing the causes of disease, disease 

and outcomes, and lear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individual anatomy.

● 현대생명과학(505525)

Modern Life Science

생명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된 역사적 이론발견을 공부하고 현대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토픽을 공부한다.

Course covers historical life science theories which accelerated developemnt of current life sciences and diverse cutting 

edge researches.

● 임상바이러스학(507349)

Clinical Virology

바이러스의 생활사와 기생성, 숙주침입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공부하며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의 특징 및 제어 방법 

등을 탐구한다.

Clinical virology is a complete diagnostic virology that discribe clinical symptoms and  diagnostic testing methods for a full 

range of human pathogens including Herpes group, HIV, respiratory, and enteric viruses.

● 기생충학(507350)

Medical Parasitology

인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분류, 형태적 특징, 감염경로 등을 공부하고 진단방법, 병리 및 임상소견에 대해 탐구한다.

Parasitology is to understand the morphology, life cycle, and control of helminth parasites that infect people.

● 임상화학(507435)

Clinical Chemistry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계측정보를 화학적 방법으로 계측하고 해석하는 분야에서 총론부분에 해당하는 용량기구, 용액과 

농도, 각종 분석기기 사용법, 분리분석 기술법, 정도관리 등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 with the information and principles of instruments, concentration and solutions, analysis 

technique and Quality control in the field of clinical chemistry.

● 임상조직검사학(507838)

Clinical Histotechnology

조직병리학적 진단에 필요한 조직표본제작법에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여 조직학적 질병진단에 요구되는 해부병리학적 검사에 

적용하며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Course focuses on principles for tissue section preparation and practical techniques in order to diagnose tissue 

abnormality.

● 혈액은행(507894)

Transfusio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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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혈로부터 혈액 채혈, 저장, 분리 보관법, 그리고 치료 및 부작용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 수혈 업무 전반에 걸쳐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수기를 익혀 연구 및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해하고 탐구한다.

Emphasis on theory and laboratory techniques used in transfusion medicine including blood typing, major blood group 

antigens and antibodies including their role in transfusion medicine, cross-matching, and antibody identification. Current 

practices in blood donation, component therapy and quality control are also covered.

● 법의학실습(산학연계학)(509403)

Forensic Medicine Lab

법적인 결정하기 위한 의학적 정보를 획득하는 학문으로 사망 후의 인체의 변화 사망의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을 탐구한다.

Forensic medicine is the section of medicine which studies, practice medical aspects related the determination of a legal 

issue. Eg. Post-mortem of the body by the forensic medicine department is used as a testimony to decide the possible 

caus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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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치위생학과(Dental Hygiene)

치위생학은 구강병 예방과 치료, 구강건강증진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는 학문으로써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치과위생사를 양성∙배출한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치위생 활동에 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자적 품성을 지닌 교육자 및 연구자, 예방치과 진료자, 

병원관리자, 치과진료협조자 및 치위생 임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교육목표

치위생학과는 2009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30명 정원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의 4년제 치위생 학부과정으로 개설되어, 

현재 의료보건대학 소속으로 40명 정원(10명 증원)으로 국내에서 인정받는 치위생학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치위생학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2016년 2월까지 5명의 석사를 배출하였으며, 2016년 2월 세계최초 

치위생학 박사 3명을 배출하였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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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치위생학과 (Dental Hygiene)

◎ 전공핵심

● 일반생물학및실험(300069)

General Biology & practice

구강 해부학, 치아 형태학, 구강 조직학 및 발생학, 구강 생리학, 구강 병리학 등 구강 생물학의 기초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학습하여 각 과목간의 연계성과 흐름성을 알게 하여 전공교과목에 수업에 도움을 준다.

Oral anatomy, tooth morphology, oral histology and embryology, Oral Physiology, Oral Pathology, Oral Biology and one of 

the basic subjects of study. This is a laboratory that covers cell structure and function, molecular and organismal genetics, 

animal development, form and function.

● 인체해부생리학및실습(300241)

Human Anatomy Physiology & Practice

신체의 구성, 외피계,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등에 대한 일반적인 해부학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전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 통합된 생체의 기능을 세포기관 및 기관계와 연관 지어 이해하고, 조절기전을 이해함으로써 생체의 

정상기능과 이상 기능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A study of the anatomical structure of the human body. Body structure will be studied by organ systems and will involve a 

balance between gross anatomical study and histology. A survey course outlining the principles of human/mammalian 

physiology; general properties of the living cell and the internal environment; neural, muscle, cardiovascular, respiratory, 

gastrointestinal, renal and endocrine systems; metabolism, reproduction and homeostasis.

● 치위생윤리(300242)

Ethics for dental hygienist

치과위생사로서 치과병의원 또는 다른 직업현장에서 가져야 할 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치과위생사의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치위생학과 학생으로서 의료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의료윤리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As a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ics, dental hygiene clinic or other professions have in a discussion on the 

ethical issues of medical ethics and the medical awareness for formulation of dental hygienist.

● 구강조직발생학(400957)

Oral Embryology & History

해부학의 한 분야로서 구강 얼굴 부위의 소개, 세포의 개요, 기본 4가지 조직, 분만 전 발육의 개요, 치아의 발생과 맹출, 구강 점막, 

법랑질, 상아질과 치수, 치주 조직의 발생학 및 조직학적 구조와 특성을 학습하는 학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oral-facial region and its histological patterns. The 

contents include development of the oral-facial regions; development of teeth, cementum, periodontium; eruption of teeth; 

salivary glands; and mucosa and alveolar bone.

● 치아형태학및실습(400959)

Dental morphology & practice

치과 분야에서 치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치아와 치아에 나타나는 구조물의 형태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론을 기초로 하여 치아의 구조와 형태를 도해하고 조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carve the external countour of every tooth to identify the character, ration, and location of 

different tooth types.

● 치위생학개론(400960)

Dental Hygien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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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역할, 치과위생사제도 및 역사, 특히 업무개발과 환자 관리 및 과학적 이론, 철학에 근거한 치위생 관리 등 

전반적인 치과위생사의 역할 업무를 이해 습득하는 학문이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 with the basic fundamental theories, concepts (knowledge) and principle guides 

necessary to begin providing care and dental hygiene services to the public, and provide the skills necessary to perform 

preventive oral health services.

● 치학용어(400961)

Dental Terminology

어원적인 분석과 접두사, 어근 및 접미사의 체계적인 어휘 분석을 통하여 의학용어들의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습득하게 하고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를 이해함과 동시에 치과임상에 필요한 기초지식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Vocabulary analysis of prefixes, suffixes and root words of basic dental terminology. As a dental hygienist you should be 

aware of and understand the terms and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clinical use.

● 두경부해부학(401082)

Head & Neck Anatomy

구강과 구강주위의 각 기관 즉, 두경부의 구조 및 형태 그리고 기능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This course will assist learners in gaining foundation knowledge regarding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head and 

neck region.

● 두경부해부학실습(401083)

Head & Neck Anatomy Practice

구강과 구강주위의 각 기관 즉, 두경부를 다루며 치과진료에 임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중요구강과 관계가 깊은 해부학적 구조물의 

정상형태를 익히며, 두개골 모형을 이용하여 구강과 주위조직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This course will assist learners in gaining foundation knowledge regarding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head and 

neck region. It includes a focus on oral embryology and histology to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tissues and how 

they are adapted to functional needs.

● 보건통계학실습(401084)

Oral Health Statistics Practice

보건통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건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구강보건통계의 개념, 치아우식증 통계, 치주조직병 통계, 반점치아 

통계, 구강환경 통계, 구강보건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학습하며, 전산통계실습을 병행한다.

Understand the concept of health statistics and health statistics in the field covered in the concept of oral health, dental 

caries statistics periodontal statistics, teeth, mouth,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oral health survey and learn about 

practice a combination of computerized statistics.

● 임상치과학(산학연계학)Ⅳ(401088)

Dental Specialty Ⅳ : Prosthodontics

보철치료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결손된 치아 기능의 회복 원리와 술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철물 제작과 기공과정, 

보철 재료의 취급 등 치과수복 진료과정에 관련된 치과위생사의 임상업무를 습득한다.

Learn about the concept of prosthetic treatment and dental features, a basic understanding of recovery principles based on 

the prosthesis and the ground breaking production processes, handling of materials such as prosthetic dental restoration 

treatment in the process of learning tasks related to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

● 임상치과학(산학연계학)Ⅴ(401089)

Dental Specialty Ⅴ : Orthodontics

교정치료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술식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기구와 장치 및 재료를 숙지함으로써 교정진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정환자의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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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dontic treatment concepts for learning and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quipment and devices, and read the 

ingredients to be performed smoothly by the treatment. manages the correction for the patient's oral hygiene skills.

● 지역사회구강보건실습(산학연계학)(401092)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구강보건관리자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모자, 학교, 성인, 노인 구강보건관리, 산업체,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별 구강보건관리 

구강검진 및 기록부 작성, 구강건강 실태조사, 학교구강보건실, 

보건(지)소 및 각종 사회관련단체 기관에 현장실습을 하는 학문이다.

Dental hygienist’s role in community. Epidemiological concepts, trends in oral diseases, research assessment tools, and 

strategies to improve public assess to oral health care. Review of biostatistics, federal and state agencies, and managed 

care.

● 치과건강보험(401093)

Den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보험의 구강진료비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의료보험과 관련된 업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원활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The oral health care standards and how to calculate the payment for health insurance and a comprehensive study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operations.

● 치과건강보험실습(401094)

Den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Practice

의료보험의 구강진료비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의료보험과 관련된 업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원활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진료내용을 통해 의료보험의 구강진료비를 산정해 본다.

The oral health care standards and how to calculate the payment for health insurance and a comprehensive study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operations. Students will calculate actually a fee for medical advice of medical insurance 

premiums for the contents of medical examination.

● 치과의료관리학(401095)

Administrative Dental Hygiere

치과병(의)원에서의 접수업무, 진료시간 약속제, 환자계속관리, 사무관리, 안전관리 및 환자응대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학문이다.

Clinical application of dental hygiene techniques. Emphasis on patient medical history, aseptic techniques, patient 

assessment procedures, instrumentation, and patient management.

● 현장임상실습(산학연계학)Ⅰ(401098)

Clinical Practice Ⅰ

치과에 설치된 각 과에 대해 이론학적으로 익힌 다음 임상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에서부터 보조하는 

것에까지 치과병원에서 직접 실습을 하는 분야에 환자들의 관리와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role of the dental hygienist as a preventive oral health specialist. Didactic and clinical 

experience is devoted to patient assessment, treatment planning, patient management, fluoride therapy, emergency 

response protocols, and continuing development of clinical skills to facilitate ethical and total patient care.

● 현장임상실습(산학연계학)Ⅱ(401099)

Clinical Practice Ⅱ

치과에 설치된 각 과에 대해 이론학적으로 익힌 다음 임상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에서부터 보조하는 

것에까지 치과병원에서 직접 실습을 하는 분야에 환자들의 관리와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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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focuses on the role of the dental hygienist as a preventive oral health specialist. Didactic and clinical 

experience is devoted to patient assessment, treatment planning, patient management, fluoride therapy, emergency 

response protocols, and continuing development of clinical skills to facilitate ethical and total patient care.

● 공중구강보건학Ⅰ(401314)

Public Oral HealthⅠ

구강보건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인을 추구하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병을 관리하여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Oral health disorders and social factors that are focused on seeking to remove, oral disease and promote oral health by 

researching principles and methods.

● 공중구강보건학Ⅱ(401315)

Public Oral HealthⅡ

구강보건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인을 추구하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병을 관리하여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Oral health disorders and social factors that are focused on seeking to remove, oral disease and promote oral health by 

researching principles and methods.

● 구강미생물학및실습(401316)

Microbiology & Practice

인체의 정상 미생물 및 병원성 미생물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미생물과 신체질환 및 전신적인 감영증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

고 기구의 멸균과 관리, 교차 감염의 예방, 구강위생관리 등 치과임상과의 관련성을 공부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문이다.

Basic principles of medical bacteriology, mycology, and parasitology. Emphasis on mechanisms of pathogenesis, 

methods of laboratory diagnosis, and methods of control and prevention of diseases caused by these organisms.

● 구강보건교육학및실습Ⅰ(401317)

Oral Health Education & PracticeⅠ

지역사회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위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지역사회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위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실제 치과진료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을 이해한다.

This course covers topics which includes dental diseases and their prevention in the community. To improve the health 

and education of the public through reasonable change in oral health education.This course covers topics which includes 

dental diseases and their prevention in the community. 

To improve the health and education of the public through reasonable change in oral health education. Students will 

understand Oral Health Education Practice throughout theory and practice in dental clinic.

● 구강보건교육학및실습Ⅱ(401318)

Oral Health Education & PracticeⅡ

지역사회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위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지역사회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위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실제 치과진료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을 이해한다.

This course covers topics which includes dental diseases and their prevention in the community. To improve the health 

and education of the public through reasonable change in oral health education.This course covers topics which includes 

dental diseases and their prevention in the community. 

To improve the health and education of the public through reasonable change in oral health education. Students will 

understand Oral Health Education Practice throughout theory and practice in dent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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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치과과정실습(401319)

Practice in Dental Specialty Procedures

치과치료에 대한 진료업무와 진료보조업무에 임할 때 치과위생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진료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임상과정에서 다뤄지는 기구의 종류와 작동법, 시술과정을 실습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임상에서 적절히 응용할 수 있도록 

진료분야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For dental care services and medical assistance to engage in business as a dental hygienist enough to perform the role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covered in the kind of equipment and training, by learning 

through hands on treatment process, treatment to be applied appropriately in clinical knowledge and skills in the field.

● 현장임상실습(산학연계학)Ⅲ(401320)

Clinical Practice Ⅲ

치과에 설치된 각 과에 대해 이론학적으로 익힌 다음 임상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에서부터 보조하는 

것에까지 치과병원에서 직접 실습을 하는 분야에 환자들의 관리와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role of the dental hygienist as a preventive oral health specialist. Didactic and clinical 

experience is devoted to patient assessment, treatment planning, patient management, fluoride therapy, emergency 

response protocols, and continuing development of clinical skills to facilitate ethical and total patient care.

● 임상치과학(산학연계학)Ⅰ(401386)

Dental Specialty : Pedodontics

소아의 행동발달 특성과 성인과 다른 구강상태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강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아환자의 적절한 치료 원리와 

술식을 이해하며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와 재료, 장치 등을 숙지하여 소아치과 진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식을 

학습한다.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children and other adults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oral conditions 

and dental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proper treatment of pediatric patient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equipment and materials used in the treatment.

●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Ⅶ(401387)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Ⅶ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 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Ⅷ(401388)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Ⅷ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 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 전신질환과약물요법(401389)

Systemic Disease and Pharmac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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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신질환의 발생원인, 치료, 예후 및 합병증 등을 다루고,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수많은 약물들과 인체의 

상호작용인 약동학(Pharmacokinetics)과 약력학(Pharmacodynamics)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serves the knowledge of systemic diseases and understanding of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in the  prescribed medicine to patients with disease.

● 구강영상학및실습Ⅰ(401519)

Oral Radiology & PracticeⅠ

치과위생사는 진단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촬영과 현상을 해야 한다.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필름 및 현상의 특성 그리고, 구강의 정상적인 구조물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방사선 촬영을 실습함으로써 촬영 기술을 익히고, 진단에 관한 다양한 술식을 임상에 실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숙련하는 

학문이다.

In the field of dental hygiene radiographic diagnosis of dental materials is important. Therefore, to a dental hygienist, the 

data can be useful in the diagnosis. Students will learn the principles of exposing, processing, mounting and evaluating 

dental radiographs.

● 구강영상학및실습Ⅱ(401520)

Oral Radiology & Practice II

치과위생사는 진단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촬영과 현상을 해야 한다.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필름 및 현상의 특성 그리고, 구강의 정상적인 구조물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방사선 촬영을 실습함으로써 촬영 기술을 익히고, 진단에 관한 다양한 술식을 임상에 실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숙련하는 

학문이다.

In the field of dental hygiene radiographic diagnosis of dental materials is important. Therefore, to a dental hygienist, the 

data can be useful in the diagnosis. Students will learn the principles of exposing, processing, mounting and evaluating 

dental radiographs.

● 치주과학Ⅰ(401596)

Peridentology I

치아주위조직의 이해와 치주병의 원인 및 증상을 파악하고, 병변이 있을 때 일어나는 병적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방 및 

치료과정 시 필요한 치주수술기구 및 예방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한다.

Emphasis is placed on the structural anatomy of the periodontium, microbiology of plaque, and the pathology of periodontal 

disease. The student will learn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periodontal disease, the various components of a comprehensive 

periodontal chart, treatment modalities utilized in the management of periodontally involved patients, appropriate 

maintenance intervals, as well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ppropriate referral to a periodontal specialist.

● 치주과학Ⅱ(401597)

Peridentology II

치아주위조직의 이해와 치주병의 원인 및 증상을 파악하고, 병변이 있을 때 일어나는 병적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방 및 

치료과정 시 필요한 치주수술기구 및 예방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한다.

Emphasis is placed on the structural anatomy of the periodontium, microbiology of plaque, and the pathology of periodontal 

disease. The student will learn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periodontal disease, the various components of a comprehensive 

periodontal chart, treatment modalities utilized in the management of periodontally involved patients, appropriate 

maintenance intervals, as well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ppropriate referral to a periodontal specialist.

● 공중보건학(500452)

Public Health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발달이 각종 공해와 사회질병이 증가되고, 조직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으로 정의되어지는 학문을 학습하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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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ddresses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ental disease through community oral health initiatives. Emphasis 

is placed on assessment of oral health needs, planning and evaluation of dental public health programs.

● 보건의료법규(501488)

Health & Medical Law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령으로서 치과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써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 나가는데  권리나 의무사항을 비롯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제반규정을 폭넓게 이해시킴으로써 현장에서의 

직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적용범위, 법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학습하는 학문이다.

The dental professional involved in healthcare must meet basic laws. A dental hygienist must comply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and understand a wide range of duties.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scope of the law, and how to apply the 

scope of the law in their profession.

● 의학용어(502907)

Medical Terminology

의학에 관한 전문용어의 기본 구조를 어원적으로 이해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공과목의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과위생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This basic medical terminology course will provide the framework needed before advancing to a more comprehensive 

medical terminology course designed for those seeking to become a coder.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many 

components of a medical term and how to break down a medical term by simply knowing the meaning of the prefix or 

suffix.

● 보건통계학(507832)

Oral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건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구강보건통계의 개념, 치아우식증 통계, 치주조직병 통계, 반점치아 

통계, 구강환경 통계, 구강보건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Understand the concept of health statistics and health statistics in the field covered in the concept of oral health, dental 

caries statistics periodontal statistics, teeth, mouth,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oral health survey and learn about.

● 구강병리학(507904)

Oral Pathology

일반병리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구강질환의 종류와 구강병소의 형태, 특징, 병리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분야이다.

Acquire a basic knowledge of general pathology and oral diseases and oral pathogens charactertics based on pathological 

findings of diseases based on dianogosis proper treatment and prevention.

● 구강생리학(507906)

Oral Physiology

구강생리학, 치아와 치주조직 생리, 뼈조직 생리, 치주조직·임플란트, 타액과 구강건강, 치아맹출, 구강악안면 특수감각, 구강안면 

통증의 기전 및 신경경로·교합, 저작·흡인, 연하, 구토, 구호흡, 구취를 감각신경계와 운동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학문이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develop a basic knowledge of oral physiology. The course of study involves sensory 

physiology and pain, motor neurophysiology and the control of mandibular movement, salivary physiology, bone turnover 

and tooth movement, and the groth development and healing of oral structures.

●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Ⅰ(507916)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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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 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Ⅱ(507917)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Ⅱ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 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Ⅲ(507918)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Ⅲ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 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Ⅳ(507919)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Ⅳ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 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Ⅴ(507920)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Ⅴ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 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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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치위생학및실습Ⅵ(507921)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Ⅵ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 업무로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예방치학 이론 중 구강 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치면세균막, 치아우식론, 치주병원인론, 타액, 식이에 

관하여 학습하며 치아우식활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치석제거론과 예방치과처치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며 치위생 과정에 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Experience in providing patient services through performing oral 

prophylaxis, periodontal assessment, exposing and processing radiographs, presenting patient education, preventive 

applications, and charting the oral cavity.

● 지역사회구강보건학(507923)

Community Dental Health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구강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지역사회보건, 구강보건정책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구강보건관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major concepts involved i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ommunity and dental public health programs; an understanding of health policy program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s, or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and oral health services delivery systems.

● 치과재료학(507926)

Dental materials

임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치과재료의 조성, 특성, 임상용도, 사용특성과 취급법을 이해한다.

Clinical and dental materials of different compositions, characteristics, clinical u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 치과재료학실습(507927)

Dental Materials Practice

임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과재료의 조성, 특성, 임상용도, 사용특성과 취급법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실제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Clinical and dental materials of different compositions, characteristics, clinical u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uses, so that the actual clinical training can be applied efficiently.

● 치위생연구방법론(507931)

Dental Hygiene Research

치위생 연구 및 조사에 요구되는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고 논문에 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구강보건 현상과 연구문제, 연구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학문이다.

Research and research methodologies about dental hygiene are required learning through in-depth essays about the ability 

to self-regulate learning, oral health symptoms and research issues,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report 

writing.

● 임상치과학Ⅱ(508059)

Dental SpecialtyⅡ

치아 수복의 개념과 이론을 파악하고, 치아의 경조직 결손과 치수질환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치료 술식 및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를 

숙지함으로써 보존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Understand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tooth restoration and tooth defects, to the study of disease treatment and the 

treatment equipment and materials used.

● 임상치과학Ⅲ(508060)

Dental Specialty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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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구강과 악골 주위조직이나 기관에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외과적 처치와 재건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연구하는 

분야로서 구강악안면 영역의 외과적 기본 지식과 수술과정 및 기구의 용도와 관리, 소독에 대한 개념을 숙지한다.

Human oral and surrounding tissues or organs that occur, disease diagnosis and surgical treatment and reconstruc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and research conducted as a field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with a basic knowledge of 

the area of surgical procedure and the purpose of organizof surgicamanagement. Sposents should become familiar with 

the concepts of sterilization.

● 임상예방치학(509405)

Clinical Preventive Dentistry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구강관리용품, 칫솔질교습,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우식활성검사, 개별구강보건교육 등 

임상예방치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이론을 통하여 습득하고 대상자별 예방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The goal of this subject is dental hygienist learning the major work such as oral care products and brushing instruction, pit 

and fissure sealants, diet control, fluoride coating, caries activity test, and learning through the theory of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clinical preventive dentistry, such as individual oral health education and to be able to develop a prevention 

program plan for each subjects.

● 임상예방치학실습(509406)

Clinical Practice Preventive Dentistry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구강관리용품, 칫솔질교습, 치면열구전색, 식이조절, 불소도포, 우식활성검사, 개별구강보건교육 등 

임상예방치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대상자별 실습을 통하여 접목시키고, 예방프로그램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e goal of this subject is dental hygienist learning the major work such as oral care products and brushing instruction, pit 

and fissure sealants, diet control, fluoride coating, caries activity test, and learning through the theory of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preventive dentistry, such as individual oral health education and to be able to develop a 

prevention program plan and to apply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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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방사선학과(Radiological Science)

방사선과학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 연구하는 실천과학으로 의학과 이공학 및 생명공학을 접목한 

응용 학문이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새로운 

학문적 조류를 잘 수용하고 첨단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과학적 사고방법과 응용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방사선과학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방사선학과는 2010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25명 정원으로 신설괴러 2012학년도에 의료보건대학으로 현재 4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국내에서 인정받는 방사선학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방사선학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우수한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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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방사선학과 (Radiological Science)

◎ 전공핵심

● 인체해부학(400354)

Human Anatomy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상태와 횡단상태에서 상세히 학습하여 의학의 기초지식 함양과 영상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인체 내 모든 기관 및 조직의 기능으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생리를 학습하여 의학의 기초지식 함양과 비정상기능으로 인한 

해부학적인 변형 등이 의료영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tudent will develop a knowledge about the basic of medical by studying in detail about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human body in normal or transverse section state, and their ability of image interpretation. The student also will develop 

the medical knowledge by studying a physiology maintains life phenomena by all organs and functions of tissues in 

human body, and be able to recognize the phenomenon of the anatomical variations caused by abnormal function in 

medical imaging.

● 일반물리학(400359)

General Physics

방사선학에서 필요로 하는 양자물리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실험을 통하여 향후 학습하게 되는 전공 교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을 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systematically about quantum physics that is needed in radiology, and for understanding of the major 

subjects that should be studied throughout the experiment.

● 방사선학개론(400977)

Introduction to Radiology

방사선, 방사선의 양과 단위, 원자, 원자핵, 방사능, X선, 핵반응, 방사선 발생장치, 물질과의 상호작용, 진단 방사선 등 방사선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overall theory of radiology including radiation, the amount of radiation and units, atoms, 

atomic nucleus, radioactivity, x-ray, nuclear reactions,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materials interactions, diagnostic 

radiology.

● 디지털영상정보처리학(401100)

Digital Imaging Processing

디지털의료영상의 획득과 영상의 특징, 획득된 영상의 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임상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한다.

The student will understand the acquisition of digital medical imaging, the feature of medical imaging and the principles of 

conversion about acquired images, and also about roles in clinical.

● 방사선기기학(401101)

Radiation Equipment

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기본회로를 이해하고, X선 발생 장치의 전기적 특성(관전압, 관전류, 조사시간)을 측정한다. 또, 발생하는 

X선질(반가층)과 선량(재현성, 직선성)을 측정 분석하여 보수 및 관리 기술을 익힘으로써 의료영상진단 효과를 증진시키는 학습이 

되도록 한다.

The student will understand the basic circuit of diagnostic X-ray generating device and measure electrical 

characteristics(kVp, mAs, exposure time) of the device. In addition, the student will learn to improve the diagnostic of 

medical imaging effect by mastering about th maintenance and management technologies with measuring and analyzing 

the X-eray image quality(HVL) and dose(reproducibility, 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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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진학(401103)

Radio Phtography

방사선 사진 영상의 개요. 가시 X선 상의 특성, 광화학, 감광 재료, 기록계(X선 필름, 증강지, 카셋트), X선 필름의 강도 측정, 

방사선 사진의 현상처리, 현상실, 자동 필름 처리 시스템, 환자정보의 표시 및 영상 필름의 관찰, 방사선 사진의 복사, 영상 감산 

기법, 모니터 사진술, 기타 영상 기술, 품질보증과 시험 등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overview of radiographic images, visible on X-ray properties, photochemistry, light-sensitive, 

materials, recording system (X-ray film, screen, cassette), X-ray film, measuring the intensity of X-ray film, developing 

process of radiographs, dark room, automatic film processing systems, displaying pati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of 

image film, radiographs, image subtraction technique, monitor photography and other imaging techniques, quality 

assurance and test.

● 투시조영영상학(401112)

Radiation Control

X선 TV 장치를 이용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을 촬영하는 기법을 학습하고 혈관 내 질환을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하는 기법을 

습득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 shooting techniques of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by using the X-ray TV unit, and 

surgical techniques of vascular disease without surgical treatments.

● 방사선영상학Ⅰ및실습(401219)

Radiographyc Imaging Ⅰ& Practice

화질론, X-선 촬영(상지 및 견부, 하지 및 골반부, 척추, 두개부, 구강, 흉부, 유방, 복부) 조영검사, 소아 X-선 촬영, 병실 및 수술실 

X-선 촬영, 혈관조영의 일반적인 기술, 혈관진단용 X-선장치의 특성과 부속기구, 사지혈관조영술, 간접촬영, 골밀도검사법 등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Image quality Theory, X-rays (upper extremity, and shoulder, lower extremity, and pelvic 

region, spine, skull, oral, chest, breasts, abdomen) contrast medium examination of the inspection, children X-rays, 

patient room and operating room X-rays, angiography of the general techniques, the characteristics of vascular diagnostic 

X-ray equipment and accessories, extremity angiography and photofluorography, Bone mineral density.

● 방사선영상학Ⅱ및실습(401220)

Radiographyc Imaging Ⅱ & Practice

화질론, X-선 촬영(상지 및 견부, 하지 및 골반부, 척추, 두개부, 구강, 흉부, 유방, 복부) 조영검사, 소아 X-선 촬영, 병실 및 수술실 

X-선 촬영, 혈관조영의 일반적인 기술, 혈관진단용 X-선장치의 특성과 부속기구, 사지혈관조영술, 간접촬영, 골밀도검사법 등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Image quality Theory, X-rays (upper extremity, and shoulder, lower extremity, and pelvic 

region, spine, skull, oral, chest, breasts, abdomen) contrast medium examination of the inspection, children X-rays, 

patient room and operating room X-rays, angiography of the general techniques, the characteristics of vascular diagnostic 

X-ray equipment and accessories, extremity angiography and photofluorography, Bone mineral density.

● 임상실습Ⅰ(산학연계학)(401267)

Clinical Practice Ⅰ

방사선 촬영, 핵의학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 방사선치료 및 관리 관련 기기 및 기구의 관리, 사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실습한다.

The student will have training comprehensively about radiography, nuclear medicine, ultrasou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radiation therapy, and management-related devices and equipment management, usage.

● 임상실습Ⅱ(산학연계학)(401268)

Clinical Practic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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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 핵의학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 방사선치료 및 관리 관련 기기 및 기구의 관리, 사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실습한다.

The student will have training comprehensively about radiography, nuclear medicine, ultrasou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radiation therapy, and management-related devices and equipment management, usage.

● 임상실습Ⅲ(산학연계학)(401269)

Clinical Practice Ⅲ

방사선 촬영, 핵의학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 방사선치료 및 관리 관련 기기 및 기구의 관리, 사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실습한다.

The student will have training comprehensively about radiography, nuclear medicine, ultrasou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radiation therapy, and management-related devices and equipment management, usage.

● 임상실습Ⅳ(산학연계학)(401270)

Clinical Practice Ⅳ

방사선 촬영, 핵의학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 방사선치료 및 관리 관련 기기 및 기구의 관리, 사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실습한다.

The student will have training comprehensively about radiography, nuclear medicine, ultrasou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radiation therapy, and management-related devices and equipment management, usage.

● 임상실습Ⅴ(산학연계학)(401271)

Clinical Practice Ⅴ

방사선 촬영, 핵의학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 방사선치료 및 관리 관련 기기 및 기구의 관리, 사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실습한다.

The student will have training comprehensively about radiography, nuclear medicine, ultrasou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radiation therapy, and management-related devices and equipment management, usage.

● 초음파영상학Ⅰ및실습(401280)

Ultrasonic Imaging Ⅰ & Practice

초음파의 물리적인 특성과 진단의 원리를 파악하여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ultrasound diagnosis and the principles, and be developed the 

skill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clinical.

● 초음파영상학Ⅱ및실습(401281)

Ultrasonic Imaging Ⅱ & Practice

초음파의 물리적인 특성과 진단의 원리를 파악하여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ultrasound diagnosis and the principles, and be developed the 

skill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clinical.

● 혈관·중재적영상학(401296)

Angiography & Interventional Imaging

인체의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혈관조영촬영과 중재적 방사선시술의 과정, 원리, 기법, 응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processing, properties, techniques, application of interventional procedures and 

angiography injecting a contrast medium  into human blood vessel.

● 방사선물리학Ⅰ(401547)

Radiation Physics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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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사선 이론과 방사선의 물질과의 상호작용, 방사선의 발생기전, 방사선의 단위, 물리적인 요소 등을 학습하여 올바르게 

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help you use the radiation rightly by learning the general theory of radiation and interactions with matter of 

radiation, the occurrence mechanism of radiation, the unit of radiation and physical elements.

● 방사선물리학Ⅱ(401548)

Radiation PhysicsⅡ

일반 방사선 이론과 방사선의 물질과의 상호작용, 방사선의 발생기전, 방사선의 단위, 물리적인 요소 등을 학습하여 올바르게 

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help you use the radiation rightly by learning the general theory of radiation and interactions with matter of 

radiation, the occurrence mechanism of radiation, the unit of radiation and physical elements.

● 보건물리학(401549)

Radiological Protection

방사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해들을 예방하여야 하고, 계통적 연구에 

의해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예방해야 하므로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기 위한 공학적 방법들을 학습한다.

In order to use a radiation safely, the student will study the methods of engineering for preventing a variety of hazards by 

the radiation exposure and defending the human body against radiation according to the systematic research.

● 공중보건학(500452)

Public Health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과 실천방안을 이해시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은 물론, 주위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건강장애요인을 

배격하고, 집단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적 지식을 습득시키며, 그 실천능력을 함양시킨다.

This course pursues to reject the health impairment mains a long with many people around as well as oneself in a 

member of their social community by understanding the concepts and the action plane about public health.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health knowledge to prevent disease, keep and upstep health of the group, and develop their practical 

competencies about that.

● 방사화학(501428)

Radio-Chemistry

생명현상을 화학적 위치에서 해명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특히 당질, 지질, 단백질, 효소, 호르몬 등을 방사선과 연관시켜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vital phenomena for explaining in chemically, and especially study about carbohydrates, 

lipids, proteins, enzymes, hormones that are associated with radiology.

● 인체생리학(502965)

Human Physiology

인체 내 모든 기관 및 조직의 기능으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생리를 학습하여 의학의 기초지식 함양과 비정상기능으로 인한 

해부학적인 변형 등이 의료영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tudent will develop a knowledge about the basic of medical by studying a physiology maintains life phenomena by all 

organs and functions of tissues in human body, and be able to recognize the phenomenon of the anatomical variations 

caused by abnormal function in medical imaging.

● 현대물리학Ⅰ(504467)

Modern Physics Ⅰ

상대성이론과 양자론을 도입하여 물질과 파동의 이중성, Schrodinger 방정식, 수소의 양자론, 원자 및 분자의 구조, 통계역학, 

고체의 결합구조 및 에너지 Band이론, 핵력, 방사능과 소립자 등 현대물리학의 여러 분야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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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ent will learn a various fields of modern physics such as duality of matter and waves with introducing theory of 

relativity and quantum, schrodinger equation, quantum theory of hydrogen, atoms and molecular structure, statistical 

mechanics, the combined structure of solid state and energy band theory, nuclear force, radiation and elementary 

particles.

● 현대물리학Ⅱ(504468)

Modern Physics Ⅱ

상대성이론과 양자론을 도입하여 물질과 파동의 이중성, Schrodinger 방정식, 수소의 양자론, 원자 및 분자의 구조, 통계역학, 

고체의 결합구조 및 에너지 Band이론, 핵력, 방사능과 소립자 등 현대물리학의 여러 분야를 다룬다.

The student will learn a various fields of modern physics such as duality of matter and waves with introducing theory of 

relativity and quantum, schrodinger equation, quantum theory of hydrogen, atoms and molecular structure, statistical 

mechanics, the combined structure of solid state and energy band theory, nuclear force, radiation and elementary 

particles.

● 보건통계학(507832)

Health Statistics

보건과 관계되는 제반적인 현상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통계적인 사고방식이나 수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하며 통계적 

방법론을 습득하여 실제 임상에서 다루는 통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tudent will know enough about statistical thinking and method before processing the matters related to health, and be 

able to use a statistic technique is used in clinical by studying the statistical methodology.

● 의료관계법규(507908)

Medical Related Law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의 유지이므로 보건행정 및 관계법규를 통해 의료 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역할을 

인식시키고 의료보건 관계법규의 내용을 교수한다.

The student will be understanded about business information and part of medical practician through health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related laws, because health is to maintain in good condition of physical, mental, social health. Also the 

student will be taught about the health care regulation.

● 의료영상정보학(508068)

Medical Imaging Interpretation

방사선영상의 성립원리와 방사선 사진의 화질관리를 위한 이론 및 실제 응용법을 교수한다.

The student will be taught about theory for quality management of radiographic and established principles of radiation 

imaging, and actual application method.

● 방사선생물학(508072)

Radiation Biology

방사선 생물학, 방사선화학작용, 이론 및 모델, 세포효과와 감수성 및 세포장애의 회복, 방사선효과의 수식, 조직, 장기의 효과, 

전신조사의 급성효과, 발생에 대한 효과, 방사선의 유전적 효과와 이용, 만발성 장애,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의학의 위험과 혜택 

등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radiation biology, radiation chemical action, theories and models, effects and susceptibility of 

cell and recovery of cell failure, the formula of radiation effects, tissue and organ effects, the accute effects of whole body 

irradiation, the effects about occurrence, genetic effectiveness and using of radiation, environment from radiation, the risks 

and benefits of radiology medical.

● 방사선계측학(508074)

Radiation Detection &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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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 단위, 방사선의 계측기 및 검출기, 방사선량 계측. 방사능 계측, 방사선 관리계측,  방사선 계측기의 교정, 방사선계측기의 

통계 등 방사선 조사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유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방사선의 정확한 양과 질을 계측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measuring the accurate mount and quality of radiation to 

prevent hazards from radiation exposure through the units of radiation, measuring instruments and detectors of radiation, 

radiation dose measurement, radioactivity measurement, radiation measurement, calibration of radiation measuring 

instruments, the statistics of radiation measuring instruments.

● 방사선관리학(508083)

Radiation Control

방사선 관리학 일반, 방사선 관리의 대상이 되는 선원. 방사선 관리의 기본 개념, 방사선방호기준, 방사선 관리의 대상, 의료피폭 

관리, 방사선 진료 종사자 및 환자의 방사선 방호, 방사선의 피폭관리 및 방사선 계측, 방사선 차폐계산 및 방사선 방호용 기구, 

방사성 오염의 제거,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처분, 방사선 사고와 대책 등의 기본이론에 입각하여 방사선의 취급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방사선의 피폭을 줄이고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The student will acquire the methods and techniques of reducing the radiation exposure and protecting from the dangers of 

radiation by studying to be able to control handling and management of radiation is based on the basic theory such as 

general management of radiation, the subject of radiation resource management, the basic concepts of radiation 

management,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the target of radiation management, medical radiation exposure management, 

radiation protection of medical radiation workers and patients, radiation exposure management and measurement, radiation 

shielding calculations and the mechanism of radiation protection, the remova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handling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radiation accidents and the measures.

● 자기공명영상학(508084)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의 기본원리, 이완, 스핀에코와 경사자장에코, 영상화 과정, MR 파리메터, 펄스시컨스, MR 유속현상, 자장의 특성과 MR 

조영제, 허상, MRI장비 및 설치, MR의 생물학적 효과와 안전, 최신 영상 기법, 영상분석, MR의 해부학적 분석 등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basic principle of MRI, relaxation, spin echo and gradient magnetic echo, imaging process, 

MR parameter, pulse sequence, MR flow phenomena, the nature of the magnetic field and the MR contrast media, and 

artifact, MRI equipment and installation,  biological effects and safety of MR, the latest imaging techniques, image analysis, 

anatomical analysis of MR.

● 컴퓨터단층촬영학(508089)

Computed Tomography

X선을 이용한 computer에 대한 개념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이용한 영상형성에 관련된 이론과 각종 질환 또는 인체부위에 대한 

검사법을 교수한다.

The student will be taught the theory about the concept about computer used X-ray and forming image used computed 

tomography device, and the method of testing about various diseases or parts of body.

● 방사선세미나(508092)

Radiation Seminar

방사선과학에 대한 최신의 주제로 각자의 관심 분야를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하여 방사선과학 분야의 지식습득과 논문의 

작성법을 익히게 한다.

The student will learn a knowledge of the field of radiation science and the methods of writing a thesis by presenting their 

study as literature mainly about their own interests topic that is the theme about  the latest radiation science.

● 보건행정학(508094)

Health Administration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관한 학습을 하며, 특히 병원의 인사 조직, 재무회계 등 병원행정에 대한 체계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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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overall management of hospital and especially the system of hospital administration such 

as HR organization, financial and accounting of hospital.

● 원자력법령(508391)

Atomic Energy Related Regulation

방사선 장애 방어에 관련된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규칙 및 과학기술처의 고시, 령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study systematically about atomic energy law related to defend radiation hazard, atomic energy 

enforcement ordinance, rules and notices of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방사선치료학Ⅰ(509409)

Technology of Radiation Therapy Ⅰ

임상 방사선 치료에서 실시하는 과정들을 학습하게 한다. 치료기술학 개론, 치료기술의 생물학 기초, 방사선 치료 장치, 치료기술의 

물리적 기초, 수술요법 병용과 특수조사방식, 조직등가물질과 치료보조기구, 시간적 선량 분포에 대한 치료 기술, 공간적 

선량분포에 의한 치료기술, 방사선치료계획과 환자 setup, 3D Conformal Therapy, 방사선 치료의 적정진료 보장 등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be learned the course of radiation treatment in study. Also the student will practice introductory treatment, 

the biological basis of treatment technique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physical therapy technology base, combined 

with surgical treatment of a special investigation, the organization that substances such as aids and therapy, a treatment 

for temporal dose distribution technolog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ose by the treatment technology,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and patient setup, 3D Conformal Therapy and Guarantee reasonable care of radiation therapy.

● 방사선치료학Ⅱ(509410)

Technology of Radiation Therapy Ⅱ

The student will be learned the course of radiation treatment in study. Also the student will practice introductory treatment, 

the biological basis of treatment technique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physical therapy technology base, combined 

with surgical treatment of a special investigation, the organization that substances such as aids and therapy, a treatment 

for temporal dose distribution technolog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ose by the treatment technology,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and patient setup, 3D Conformal Therapy and Guarantee reasonable care of radiation therapy.

The student will be learned the course of radiation. treatment in study. Also the student will practice introductory treatment, 

the biological basis of treatment technique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physical therapy technology base, combined 

with surgical treatment of a special investigation, the organization that substances such as aids and therapy, a treatment 

for temporal dose distribution technolog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ose by the treatment technology,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and patient setup, 3D Conformal Therapy and Guarantee reasonable care of radiation therapy.

● 의료영상기기QC실습(509413)

Quality Control of Medical Imaging Equipment Practice

의료영상 진단에 있어서 최적의 영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영상기기에 대한 점검과 평가, 실험방법을 학습하고 성능 검사에 

필요한 Q.C장비 들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The student will study about the inspection, evaluation and methods of experiment of Image Equipment that is required for 

getting the best picture for medical image diagnosis, and learn about the methods of using the Q.C equipments, which are 

needed to check up functionality of the Q.C equipments.

● 전기전자공학Ⅰ(509414)

Electric Electronic EngineeringⅠ

전기전자이론, 전기전자계기와 그 측정기술, 전기· 전자기기, 고전압 현상 및 전기· 전자물성과 재료 등 방사선설비 및 전지회로의 

응용에 필요한 전기 전자공학의 기초이론을 교수한다.

The student will be taught the basic theory of Electric & Electronics Engineering is needed by radiation facility and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ircuit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theory, electr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s and their 

measurement techniqu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high-voltage phenomena, electric·electronic properties and 

materi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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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공학Ⅱ(509415)

Electric Electronic Engineering Ⅱ

전기전자이론, 전기전자계기와 그 측정기술, 전기· 전자기기, 고전압 현상 및 전기· 전자물성과 재료 등 방사선설비 및 전지회로의 

응용에 필요한 전기 전자공학의 기초이론을 교수한다.

The student will be taught the basic theory of Electric & Electronics Engineering is needed by radiation facility and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ircuit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theory, electr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s and their 

measurement techniqu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high-voltage phenomena, electric·electronic properties and 

materials etc.

● 핵의학검사기술학Ⅰ(509418)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Technology Ⅰ

핵의학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 기초이론, 방사선측정, 핵의학기기와 사용기술 그리고 in vivo 핵의학 검사 및 

치료와 in vitro 시료계측에 이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특성 및 생체 내에서의 동태 등에 대하여 교수한다. 인체 각 부위, 

장기의 in vivo 핵의학 검사 및 치료와 in vitro 시료계측에 대하여 강의하고, 방사성동위원소와 장치를 이용하여 질환을 검사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be taught about Radioactive isotopes for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of physical theories based on 

radiation measurements,nuclear medicine technology and equipment and use of nuclear medicine tests and treatment and 

in vitro, in vivo measurement sampl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diopharmaceuticals,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within. The professor will teach for in vivo nuclear medicine tests and treatment of the organs, and the 

measurement of in vitro sample and the student will learn by using radioactive isotopes and equipment.

● 핵의학검사기술학Ⅱ(509419)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Technology Ⅱ

핵의학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 기초이론, 방사선측정, 핵의학기기와 사용기술 그리고 in vivo 핵의학 검사 및 

치료와 in vitro 시료계측에 이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특성 및 생체 내에서의 동태 등에 대하여 교수한다. 인체 각 부위, 

장기의 in vivo 핵의학 검사 및 치료와 in vitro 시료계측에 대하여 강의하고, 방사성동위원소와 장치를 이용하여 질환을 검사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The student will be taught about Radioactive isotopes for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of physical theories based on 

radiation measurements, nuclear medicine technology and equipment and use of nuclear medicine tests and treatment and 

in vitro, in vivo measurement sampl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diopharmaceuticals,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within. The professor will teach for in vivo nuclear medicine tests and treatment of the organs, and the 

measurement of in vitro sample and the student will learn by using radioactive isotopes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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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의료경영학과(Healthcare Management)

보건의료 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고자 인간이해 및 경영, 보건의료기관 현장 실무, 보건교육전문가 관련 교과, 

병원경영, 보건행정, 보건의료정보, 병원전산, 건강보험청구심사, 병원회계 및 전산, 병원재무관리, 보건의료인사정책, 

의료관광마케팅,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전문 지식과 실무를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고의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의료경영학과는 2012년 3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전문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30명을 

정원으로 출발하였고 2013년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의료경영학 전공으로 석․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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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의료경영학과 (Healthcare Management)

◎ 전공핵심

● 인간발달과건강증진(300236)

Human Development and Health Promotion

인간의 성장,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현상과 각 발달단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건강증진을 방안을 

학습한다.

Understand the process of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out the lifespan, and study the methods of health promotion on 

human development.

● 자기경영심리학(300237)

Psychology of Self-Management

심리학과 자기계발의 여러 이론들 중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이론들이 실제로 자기 경영과 보건의료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 이로 인하여 보건의료 현장에서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

In this course, the fundamental and core ones among the various theories of psychology and self-improvement will be 

introduced including their effective applications between self-management and health care. Based on the introduced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ability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personal skills will be 

enhanced.

● 한의인간경영론(300238)

Korea Traditional Medicine Human Being Management

- 의료경영의 주체이며 동시에 대상이기도 하는 인간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

- 동아시아의 知人法으로서의 韓醫 知人 形態認識論을 통한 인간 이해의 고도화를 위한 “韓醫 知人 경영론”학습

- 인간의 性情, 氣運, 形態, 習慣, 行爲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관찰의 “실용적 인간 경영론” 학습 

- 인간의 일반성 이외에 체질적인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개체성 경영론”에 대한 활용법 학습

- The understanding for the substance and character of human being in the subject and target of medical management. 

- The study on the "Cognition of people in Korea traditional medicine" for the up-grading of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 The study on the practicable "human being management" of the understanding and observation on the connection  of 

nature, bio energy, body shape and action, habituation.     

- The study on the "individual being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constitution.

● 국민건강보험론(401202)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역할과 기능,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부과방법, 보험급여의 내용과 종류, 진료보수지불방식의 종류와 개념, 보험 재정 등에 관해 학습한다.

Learn the function and rile of health insurance, function and role of insurer and medical provider under health insurance 

system, provisions 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ubscribers, payment method of insurance fee, contents and types of 

insurance fee, types and concept of medical treatment payment method, and insurance finance and such.

● 기초의학용어(401208)

Basic Medical Terminology

기초의학과 임상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 질병명, 각종검사 및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학습한다.

Learn the terminology of diseases, clinical laboratory test, and Medical Record used in the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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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학개론(401224)

Introduction to Pathology

질병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포, 조직, 장기에 연관된 질병의 원인, 질병의 발병론, 형태학적 변화, 기능적 변화의 기본적 병리 과정과 

기전 및 임상적 의의를 학습한다.

Pathology is a bridging discipline involving both basic science and clinical practice. It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in cells, tissues and organs.

● 병원전산회계및실습(401226)

Hospital Computer Accounting & Practice

병원전산회계는 병원 경영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과정을 병원회계처리프로그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과 이를 통하여 

작성된 병원회계정보의 이용방법을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지식과 자료 작성 방법 등을 

회계처리 기술과 결합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Hospital computerized financial accounting processes that occur in hospital management and hospital accounting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program and how it was created through the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hospital lectures. To this end, basic knowledge of computer applications and accounting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and how to create and to learn how to combine.

● 보건교육학(401228)

Health Education

건강문제와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터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배운다.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blem and human behavior and learn the method to change health behavior to 

the desirable direction.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 of health education and learn the health education characteristics per 

site of living and detailed operation methods.

●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401229)

Development & Evaluation of Health Program

효과적인 보건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및 접근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프로그램개발 전문가로서 자질과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Understanding on the basic concepts, the some theories, and the approaches. Setting the design of developing health 

program, training and learning the some techniques of program development. Introduction to the perspectives and the 

principles of the program evaluation.

● 의료경영학원론(401256)

Principles of Health Care Management

의료경영학에 관한 개념과 학문적 체계 및 관련용어들을 소개하고 병원을 비롯한 의료경영실무분야 속에 경영학의 실용적 

유용성을 사례별로 이해, 응용시킨다.

This subject introduces the concept, scholarly system and related terminology about health care management and helps to 

understand and apply practical availability of management into hospital and health care field by examples.

● 의료의질관리(401259)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의료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의료의 질 측정과 보장활동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Understan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medical service quality, and acquire the ability to judge and plan the effectiveness 

of guarantee activity and measurement of medical service quality.

● 전공의학용어(4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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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edical Terminology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생성과 의사전달수단의 정보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의학용어를 보건의료현장에서 이용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보건의료의 원활한 탐색과 분석 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Learn the medical terminology used as the information medium for information creation and communication method in the 

health and medical area centering on the parts with high utility, and acquire basic knowledge for smooth search and 

analysis of health and medicine.

● 해부생리학Ⅰ(401454)

Human Anatomy & PhysiologyⅠ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생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장기조직, 즉, 골격계, 혈액, 순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근육 및 체온조절기관 등의 구조와 생리기능에 관하여 학습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anatomical structure of human body and physiological phenomenon, learn the skeletal system, 

blood, circulatory system, urinary system, digestive system, endocrine system, muscular body temperature control organ 

and such structures and physiological functions.

● 해부생리학Ⅱ(401455)

Human Anatomy & PhysiologyⅡ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생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장기조직, 즉, 골격계, 혈액, 순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근육 및 체온조절기관 등의 구조와 생리기능에 관하여 학습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anatomical structure of human body and physiological phenomenon, learn the skeletal system, 

blood, circulatory system, urinary system, digestive system, endocrine system, muscular body temperature control organ 

and such structures and physiological functions.

● 원무관리개론(401616)

Patients Affairs Management

병원재무관리는 병원의 재무관리론과 투자론 및 증권시장론 등 재무론 강의들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기본개념들을 공부하는 

기초과목의 성격을 가진다.주요 내용은 화폐의 시간가치, 확실성하의 투자의 평가방법, 자본시장이론의 기초, 기업재무이론의 기초 

등이다. 구체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과 이를 이용한 확실성하의 투자안 평가방법들을 익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순현재가치 (NPV)와 내부수익률(IRR) 등을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나아가서 위험과 기대수익 개념에 기초한 현대자본시장이론의 개요와 자본구조이론과 배당이론 등을 포함하는 기업 재무론의 

기초를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financial management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to study business Finance, Investment and security 

market. Main contents in this subjects contain the time value of money, decision making techniques under certainty, and 

the fundamental of security market and business finance etc. of course, students must understand not only the basic 

concepts but also how they fit together.

● 조사방법론(503540)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ology

건강문제해결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운다. 조사방법론이 건강문제를 설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방법의 실질적인 응용능력을 함양한다.

Learn the basic method for scientific approach to resolving health problems. Understand what role the research 

methodology had on explaining health problems and acquire the practical application ability of research method based on 

such.

● 보건통계학및실습(508067)

Health Statistics

보건정책의 수립, 보건사업의 기획, 보건교육 및 보건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 정리, 요약에 관한 기술통계와 가설검정 및 

추정에 관한 추론통계를 학습한다. 건강수준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각종 보건지표에 대한 이해와 적용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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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the technical statistics regarding collection, organization, and summarization of data descriptive statistics regarding 

hypothesis verification and estimation elementary to establishment of health policies, planning health businesses, health 

education and health research. Acquire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health indicators f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ealth level and applicable skills.

● 건강보험청구및심사(508531)

Health Insurance Charge & Review

건강보험수가를 포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의 실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을 학습하고, 실제로 요양기관별, 입원 외래별 청구서와 명세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Understand the practical task of health insurance review & evaluation including health insurance cost. In detail, learn the 

guidelines for completing requests and statements for recuperation payment expenses for requesting health insurance, and 

complete the requests and statements per recuperation institutions, per hospitalization outpatient in order to acquire the 

ability applicable to practical tasks.

● 병원조직및인사관리(508590)

Hospital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고 있다. 인사문제가 종전에는 자본과 더불어 단순한 생산요소로서 

인식되던 것이 점차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인적자원을 확보, 보상, 개발 

및 취득,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Human resource management(HRM) is a necessary activity in all organizations. Its focal point is people. People are the 

lifeblood of organizations. Without them, there is no need for HRM systems, programs, or procedures. Because HRM 

activities involve people, they have to be finely tuned and properly implemented in order to achieve desired outcomes. The 

uniqueness of HRM lies in its emphasis on people in work settings and its concern for the well-being and comfort of 

human resources in an organization. The general subjects of HRM lie on the acquiring, developing, maintaining, and 

retiring of human resources.

● 보건교육방법론(508591)

Health Education Method

보건교육에 활용되는 방법과 매체 이용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한다. 보건교육프로그램의 대상과, 특성,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건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를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Acquire and utilize the knowledge on medium usage and the method utilized in health education. Select the health 

education method and education medium considering the targe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nd learn the ability to integrally make use of such.

● 보건사업관리(508593)

Healthcare Management

보건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는 과목으로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건사업과 

관련된 조직, 재무, 자원연계 방안 등 운영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procedures necessary to execute healthcare and learn the contents on health & 

medical system and the operation method such as organization, finance, and resource connection related to healthcare.

● 보건의료정보관리및실습(508594)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 Practice

보건의료기관 경영관리에 관련된 최신의 고급이론 및 학문적 발전 동향을 관찰하고 학습함으로써, 미래의 경영환경과 보건정책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 연구자들의 사례 중심적 토론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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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 and learn the latest high-class theory and academic development trend related to management of healthcare 

institution in order to consider the influence on future management environment and health policy and train the ability to fi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uture-oriented healthcare industry through case study-based discussion of the researchers.

● 보건의사소통론(508595)

Health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여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상자별 의사소통 방법 및 기술을 이해한다. 그리고 

건강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메시지 개발과 의사소통 경로에 관한 활용능력을 학습한다.

Acquire the elementary theory on communication to understand the method and skill of communication per target to 

effectively deliver health information. And develop the messag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information and 

learn the capability of application regarding communication path.

● 암등록(508655)

Cancer Register

암 등록의 역사, 목적과 그 이용에서부터 진단과 치료, 암 등록 자료 처리를 위한 통계적인 방법 등 암 등록에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를 이해하여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기른다.

Deal with the history of cancer registration, its purpose and use, and diagnosis and treatment, and statistical method to 

process cancer registration data and such details in cancer registration in general, and understand such to train the ability 

to apply in practice.

● 원무관리및실습(508673)

Patients Affairs Management & Practice

병원의 원무행정인 환자의 입ㆍ퇴원, 병실관리, 수납ㆍ수가산정,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소송관계, 제 증명 

등의 원무 일반 업무를 습득한다.

Learn basic administrative knowledge such as commitment/discharge of patients, patient room management, 

payment/expense calculation, car insurance, occupational damage insurance, lawsuit relations according to calculation of 

treatment cost calculation.

● 의무기록실습(508683)

Medical Records Practice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목으로, 임상 차트를 중심으로 질병, 수술, 처치 등 

진료정보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갖는다.

Use the medical record of the patient to analyze and utilize various  medical information, and acquire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nalyze for medical information such as illness, operation, and treatment based on clinical chart.

● 의무기록전사및실습(508684)

Medical Record Transcription & Practice

의무기록의 한 분야로 dictaphone system에 의한 각종 기록지를 전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rain the ability to copy various records by Dictaphone System as an area of medical records.

● 전산학및실습(508691)

Computer Science & Practice

정보화 사회에서의 컴퓨터 역할, 컴퓨터의 기본적인 내용들, 컴퓨터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자료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학습한다.

Learn the role of computer in this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basic contents of computer, the elements necessary to 

express the data from inside/outside the computer, and the communicable contents between computers.

● 질병및수술분류실습Ⅰ(5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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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Disease & Operation Ⅰ

질병 및 의료행위의 용어 사용 및 분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적이며 개괄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배우게 되며, 임상지식과 

시술기법, 학문적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Learn the basic details that must be known in general to train the ability to use and classify the terminology of diseases 

and medical activities, and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clinical knowledge, operation technique, and academic trend.

● 질병및수술분류실습Ⅱ(508702)

Classification of Disease & Operation Ⅱ

질병 및 수술 분류실습 Ⅰ에 근거하여 질병 및 의료행위의 용어 사용 및 분류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지식과 시술기법, 학문적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Based on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Operation I, enhance the ability to use and classify the diseases and terminology of 

medical behavior and systematically understand clinical knowledge and operation technique, and academic trend.

● 보건교육실습(산학연계학)Ⅰ(508875)

Health Education  Practice Ⅰ

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보건의료기관 등 각 생활터에서 보건교육사로서 업무 수행능력을 실습한다.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분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능력을 배양한다.

Practice the task executive ability as health educator at various sites of living such as local community, school, industrial 

site, and heath medical institution. Develop and assess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participate in various health 

education activities to train the capabilities.

● 보건교육실습(산학연계학)Ⅱ(508876)

Health Education  Practice Ⅱ

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보건의료기관 등 각 생활터에서 보건교육사로서 업무 수행능력을 실습한다.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분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능력을 배양한다.

Practice the task executive ability as health educator at various sites of living such as local community, school, industrial 

site, and heath medical institution. Develop and assess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participate in various health 

education activities to train the capabilities.

● 보건교육실습(산학연계학)Ⅲ(508877)

Health Education  Practice Ⅲ

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보건의료기관 등 각 생활터에서 보건교육사로서 업무 수행능력을 실습한다.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분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능력을 배양한다.

Practice the task executive ability as health educator at various sites of living such as local community, school, industrial 

site, and heath medical institution. Develop and assess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participate in various health 

education activities to train the capabilities.

● 병원경영실습(산학연계학)Ⅰ(508985)

Field Practice in Hospital Management Ⅰ

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병원에서의 실무능력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배양한다.

Enhance the executive ability at hospital through field practice and train efficient management abilities.

● 병원경영실습(산학연계학)Ⅱ(508986)

Field Practice in Hospital Management Ⅱ

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병원에서의 실무능력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배양한다.

Enhance the executive ability at hospital through field practice and train efficient management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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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실습(산학연계학)Ⅲ(508987)

Field Practice in Hospital Management Ⅲ

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병원에서의 실무능력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배양한다.

Enhance the executive ability at hospital through field practice and train efficient management abilities.

● 보건의료서비스고객관리(508989)

Health Care Service for Client  Satisfaction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객 만족의 필요성, 고객 응대 테크닉 및 의사소통기법 등 인성교육과 인관관계를 학습한다.

Learn the necessity of customer satisfa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and personality education and 

human relations such as customer reception technique and communication technique.

● 의료관광마케팅(508991)

Medical Tourism & Management

급격한 의료 환경변화와 경쟁 속에서 의료기관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마케팅노력이 능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의료관광마케팅 표적시장과의 상호 혜택 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교환에 필요한 의료시장 및 소비자분석, 커뮤니케이션 등의 

마케팅기능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연구하여 의료관광마케팅 현실에의 적용 능력을 높인다.

Presents principles, theories, and models in  medical tourism Marketing marketing services of individual consumers on  

hospital. Discusses present problems and policies in planning, pricing, promotion and communication, and distribution 

channel design. Examine variations of the medical tourism marketing mix for marketing success and managerial process 

of medical tourism marketing.

● 의료관광코디네이터(508992)

International Medical Tour Coordinator

국내외 의료관광 서비스를 경험하고자 하는 환자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 고객상담, 진료관리 서비스를 학습하고 훈련한다.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arn and train services of integrated management, customer consultation, 

medical managemen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ients

● 의무기록관리학Ⅱ(509179)

Medical Record ManagementⅡ

병원의 진료 및 행정업무에 관련된 의무기록/정보를 구축, 가공, 관리하는 자료처리의 제 이론 및 방법을 익혀 병원의 제 자료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Learn the theory and method of resource processing to construct, and manage th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treatment or 

administrative task of the hospital and acquire the ability to manage and utilize all resources of the hospital.

● 병원회계(509180)

Hospital Accounting

회계학에 관한 개념과 학문적 체계 및 관련 용어들을 소개하고 사회 속에 회계학의 실용적 유용성을 사례별로 이해, 응용시킨다.

This subject introduces the concept, scholarly system and related terminology about accounting and apply practical 

availability of accounting into society by examples.

● 보건의료관광론(509181)

Medical Tourism

글로벌 의료 환경의 변화 가운데 국제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의 개념 및 기초적 이론을 소개하며, 

보건의료관광산업의 부문별 특징과 현황을 학습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medical tourism to activate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We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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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서비스경영(509182)

Medical Tourism Services & Management

글로벌 의료 환경의 변화 가운데 국제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경영의 요소인 인적자원, 시설지원, 서비스,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각 요소들 간의 상호연관성 등 의료관광경영에 대한  기초지식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The change of global health care environment is very rapid.

Medical tourism is an ele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facility support, service, and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element, including basic knowledge about medical tourism 'is a 

comprehensive study.

● 의무기록관리학Ⅰ(509183)

Medical Record ManagementⅠ

병원의 진료 및 행정업무에 관련된 의무기록/정보를 구축, 가공, 관리하는 자료처리의 제 이론 및 방법을 익혀 병원의 제 자료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Learn the theory and method of resource processing to construct, and manage th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treatment or 

administrative task of the hospital and acquire the ability to manage and utilize all resources of 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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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물리치료학과(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리치료 연구를 통하여 질병, 사고 또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 능력의 상실 정도를 평가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학문으로서, 물리치료학과는 기초의학과 물리치료 

임상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양질의 소양교육을 통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물리치료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물리치료학과는 의료보건대학에 2013년 3월 정원 25명으로 신설되었다. 2014학년도부터 15명 증원되어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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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물리치료학과 (Physical Therapy)

◎ 전공핵심

● 물리치료학개론(401085)

Physical Therapy Introduction

물리치료학의 포괄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물리치료의 기본원리, 치료적 요소, 치료 장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conceptualize basic principle of physical therapy, therapeutic components, therapeutic equipment.

● 기능해부학(401207)

Functional Anatomy

해부학과 생리학을 바탕으로 사람의 신체 각 부위의 기능과 관련하여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여 물리치료에 활용한다.

This course is based on gross anatomy and physiology to provide learning experience in physical therapy with function 

and roll of human body.

● 임상실습Ⅰ(산학연계학)(401267)

Clinical Practice Ⅰ

1단계의 기초 임상실습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흐름과 지역사회 보건복지시설,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물리치료의 목적과 물리치료사의 역할 및 기능을 습득하고 해당기관의 의무기록의 기초정보를 이해하며 환자/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2단계 임상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I. This course supervised clinical experience rotating through welfare facilities and home-visiting physical therapy.  

Treating various patients, students receive effective and practical education. This stage prepare for stage 2.

● 임상실습Ⅱ(산학연계학)(401268)

Clinical Practice Ⅱ

2단계의 기초 임상실습으로 지역사회 보건복지시설과 병원의 외래 환자 관찰과 환자교육, 치료보조를 통해 물리치료기계/장비의 

유형과 사용법을 익히고 다른 보건전문가와 재활팀 안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습득하며 해당기관의 물리치료 기록의 기초정보를 

이해하고 환자/고객과의 인터뷰기술과 기록 방법을 습득하여 3단계 임상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Ⅱ. This course provide clinical experience rotating through welfare facilities and observe outpatients of hospital, patients 

education, assistance of therapy that learning various equipment. Also learning roll of physical therapist in rehabilitation 

unit. This stage prepare for stage 3.

● 임상실습Ⅲ(산학연계학)(401269)

Clinical Practice Ⅲ

3단계의 임상실습으로 병원의 외래와 입원환자 관찰과 평가, 치료보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과 신경계질환의 유형을 익히고 

물리치료 평가를 실시하여 이론과 기술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4단계 임상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Ⅲ.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muscloskeletal disease and nerve system disease through observation of 

in-outpatients that integrate theory and technique. This stage prepare for stage 4.

● 임상실습Ⅳ(산학연계학)(401270)

Clinical Practice Ⅳ

4단계의 임상실습으로 해당기관의 의무기록의 기초정보를 이용하여 대상 환자/고객에 대한 물리치료 기록을 작성하여 5단계 

임상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Ⅳ. This stage help student to wright a soap note using basic information of medical record. This stage prepare for stage 5.

2017.02.21 15:18:591 / 6[Uca0402r]



● 임상실습Ⅴ(산학연계학)(401271)

Clinical Practice Ⅴ

5단계의 임상실습으로 대상 환자/고객에 대한 물리치료 기록을 스스로 작성 할 수 있고 의료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익히는 과정이다.

V. This stage, student can write a soap note with oneself and learning professional manner and attitude of medical expert.

● 물리치료진단및평가(401354)

Physical assessment and evaluation

물리치료학에서 진단 및 평가는 물리치료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로서 물리치료학에서 사용되는 각종 평가에 대한 

학문적인 원리와 방법을 습득한다.

In physical therapy, diagnosis and evaluation is important factor of decision-making that used in physical therapy for a 

variety of evaluation to learn the principles and methods.

● 의료법규(401361)

Medical law

의료법규는 의료전문가의 책임과 의무 및 환자의 권리에 관한 제 규정들로서, 보건의료 영역에 관련된 법규와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Medical law is concerns the responsibilities of medical profession and patients upon completion, students should be able 

to meet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 multi-skilled health profession

● 인체해부학및실습Ⅰ(401371)

Human Anatomy and Practice Ⅰ

인체구조의 형태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기초의학의 기반을 닦아 주는 학문으로 사지 및 체간과 각 시스템의 구조와 

형태에 대하여 습득한다.

A study of the anatomical structure of the human body. The laboratory study will involve extremities and trunk  each body 

structure and organs.

● 인체해부학및실습Ⅱ(401372)

Human Anatomy and Practice Ⅱ

인체구조의 형태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기초의학의 기반을 닦아 주는 학문으로 사지 및 체간과 각 시스템의 구조와 

형태에 대하여 습득한다.

A study of the anatomical structure of the human body. The laboratory study will involve extremities and trunk  each body 

structure and organs.

● 근골격계물리치료및실습Ⅰ(401393)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 Practice Ⅰ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상 하지의 근골격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진단 및 

치료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 with the principle of musculoskeletal system and study about mal-function of upper and low limb to 

evaluate and diagnose.

● 근골격계물리치료및실습Ⅱ(401394)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 PracticeⅡ

척추통증과 연부조직 질환의 문제에 따른 물리치료의 평가 및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론과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study and discuss fundamental principles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and principles of diagnosis, treatment 

of soft tissue lesion and vertebral column.

2017.02.21 15:18:592 / 6[Uca0402r]



● 물리적인자치료Ⅰ(401395)

Physical Agent TherapyⅠ

전기치료학의 근간이 되는 전기 물리학 및 전기치료의 특성과 생리적인 효과를 학습하고, 전기치료의 적용 원리 및 방법을 

실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inciple of electricity and medical electronics and their therapeutic and diagnostic use in 

physical therapy.

● 물리적인자치료Ⅱ(401396)

Physical Agent TherapyⅡ

광선 및 수치료학의 근간이 되는 물리학, 광선 및 수치료의 특성과 생리적 효과를 학습하고, 치료적 적용 원리 및 방법을 실습한다. 

또한 의수족∙ 보조기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physiological effectiveness with electro-light therapy and hydro-therapy and practice. Also deals 

with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splinting, casting, bandaging bracing.

● 신경계물리치료및실습Ⅰ(401400)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 PracticeⅠ

기본적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의 평가와 치료계획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This course examine and practice basic nervous system diseases.

● 신경계물리치료및실습Ⅱ(401401)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 PracticeⅡ

뇌, 척수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의 증상, 평가 및 치료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This course provide understanding of brain and spinal cord injury patients and deals with therapeutic approach.

● 영상진단학(401404)

Diagnostic Radiology

물리치료에서 사용되는 영상자료들을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subject build up ability to understand and read the image data.

● 운동치료학및실습Ⅰ(401405)

Therapeutic Exercise and Practice Ⅰ

물리치료영역에서 필요한 운동치료방법의 원리와 제반 이론들을 학습하고, 근골격계 환자의 평가와 치료법, 운동 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습한다.

This subject provides and introduction to various  types of exercise and indications. The course also includes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ostural problems.

● 운동치료학및실습Ⅱ(401406)

Therapeutic Exercise and PracticeⅡ

물리치료영역에서 필요한 운동치료방법의 원리와 제반 이론들을 학습하고, 신경계질환 환자의 평가와 치료법, 운동 학습 

프로그램(PNF, NDT, Vojta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습한다.

The course covers specific exercise and principles and specialized exercise based on neurophysiologic approach such 

as PNF techniques, NDT, Vojta et al.

● 일상생활동작및실습(401408)

Activities of Daily Living & Practice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동작의 개념, 분석, 평가와 이에 따른 훈련에 관해 설명하며 특히 기본 동작에 대한 시행 순서를 배운다.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에 대한 일상생활 동작의 훈련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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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especially study about basic movement order of human body to examine and evaluate the tasks that you do 

every day. Also, work on ways to make these activities easier for the permanent disability patients.

● 임상운동학(401412)

Clinical Kinesiology

각 관절의 정상적 움직임과 보행을 분석함으로서 복잡한 동작을 분석 할 수 있는 응용력을 함양하고, 기능장애 환자의 평가 및 

치료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study the locomotor system and normal movement of each joint that provide examination and treatment plan 

for disabled person.

● 보조기및의지학(401457)

Orthotics & Prosthetics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척추 보조기, 목발 및 의지의 종류와 생체 역학적 측면에서의 원리를 학습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the principle and types of Upper limb orthosis, lower limb orthosis, spinal orthosis, crutch and 

prosthetics type and biomechanical aspects.

● 심혈관계물리치료및실습(401459)

Cardiovascular & pulmonary physical therapy & Practice

호흡기계 질환 및 심장계 질환에 대한 기본지식과 장애와 손상에 대한 물리치료 원리를 가르치며 직접적 치료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the principle of cardiopulmonary and integumentary system and therapeutic and diagnostic use in 

physical therapy.

● 운동조절(401460)

Motor control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을 조절하고 협응하는 기전인 운동조절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 the principle of motor control which is a mechanism of controlling and coordinating behaviors in order to 

perform tasks

● 정형도수치료학및실습(401461)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 Practice

척추와 사지의 구조적 질환 등의 정형외과적인 질환에 대하여 Cyriax, Maitland, Kaltenborn, Mulligan 등의 도수치료 기술을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 capabilities to apply manual therapy techniques by Cyriax, Maitland, Kaltenborn, and Mulligan for 

orthopedic diseases such as structural diseases of the spine and bilateral extremities.

● 피부계물리치료및실습(401462)

Integumentary physical therapy & Practice

피부상처와 화상 등의 피부질환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치료방법을 습득하여 피부물리치료에 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 so that capabilities for integumentary physical therapy can be equipped by obtaining management and 

diverse treatment methods about skin diseases such as skin wounds and burns.

● 임상의사결정(401463)

Clinical decision making

임상에서 올바른 물리치료 중재결정을 위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유용한 근거를 이용하는 방법과 근거의 비판적 평가 및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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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learn how to employ useful grounds obtain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for appropriate physical therapeutic 

intervention decisions and how to critically evaluate and interpret the grounds.

● 측정및평가(401464)

Measurement and assessment

물리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SOAP 노트 작성법과 기본적인 신체 계측 및 근력과 관절운동범위, 보행, 운동발달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the writing SOAP notes and evaluation method on basic anthropometric, manual muscle power, 

joint range of motion, walking, and motor development in order to apply the physical therapy.

● 동작분석및실습(401534)

Motion analysis and practice

동작 분석을 통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적 접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습을 한다.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conducted through the motion analysis and the exercise to find ways for therapeutic 

approaches.

● 물리치료연구및통계(401543)

Research and Statistics for Physical therapy

임상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중심 물리치료의 중요한 개념을 제공하며 물리치료 연구 문헌의 연구 설계 및 통계분석 방법 검토하도록 

한다.

his course will provide the student to key concepts of evidence-based physical therapy for clinical decision making. the 

purpose of this course reviews reviews relevant research design and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of physical therapy 

research literature.

● 보행분석및실습(401550)

Gait analysis and practice

정상보행과 비정상보행을 실습해보고 환자의 관점에서 치료적 접근을 실시하며, 임상 실습을 대비하여 보행 치료를 연습한다.

Practice abnormal gait and the normal gait is performed to try a therapeutic approach in view of the patient. In prepara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walking therapy.

● 스포츠물리치료및실습(401556)

Sports Physical Therapy and Practice

만성질환과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여 잔존기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한다.

Base on the course students can create exercise program to increase poor function due to chronic disability.

● 신경과학Ⅰ(401564)

NeuroscienceⅠ

신경학적 검사, 평가 및 치료적 중재를 위한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기본 신경과학 그리고 근거중심 임상실무를 익힌다.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the student with neuroanatomy, neurophysiology, basic neuroscience and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for neurological examination, evaluation,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 신경과학Ⅱ(401565)

NeuroscienceⅡ

신경학적 검사, 평가 및 치료적 중재를 위한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기본 신경과학 그리고 근거중심 임상실무를 익힌다.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the student with neuroanatomy, neurophysiology, basic neuroscience and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for neurological examination, evaluation,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 아동물리치료및실습(40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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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 physical therapy and Practice

소아 질환에 의한 장애나 손상의 기전 및 예후를 학습하고 소아 질환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치료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연습한다.

This subject study and practice for treatment of infant and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 응용물리치료및실습(401578)

Applied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을 응용한 최근물리치료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연습한다.

he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course combining theory and practice of contemporary physical therapy 

techniques,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clinical settings

● 병리학(501474)

Pathology

질병의 본질적 성질을 취급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서,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의 형태학적 변화 및 기능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Pathology are studying to normal and adapted cell, cell injury and death, inflammation, repair after injury, infectious 

diseases, fluid and hemodynamic derangement, neoplasia, disease of immune system, genetic disorders, 

musculoskeletal system.

● 지역사회물리치료학(509422)

Community based physical therapy

지역사회 내에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물리치료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체계를 학습한다.

To learn the physical therapy system that can be easily utilized inefficient use of human∙material resources related to 

physical therapy in a subject in need of physical therapy in the community.

2017.02.21 15:18:596 / 6[Uca0402r]



교육목표 및 약사

보육·가정상담학과(Childcare and Family Counseling)

보육・가정상담학과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의 교육·상담·치료,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에 따른 가족문제를 진단 치료하여 

건강한 가족생활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여 보육 및 가정 상담을 위한 전문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보육・가정상담학과는 1981년 91명의 학생으로 인가받은 가정학과를 모체로 출발하였다. 이후 1983년에 가정관리학과, 1999년에 

아동・가정환경학과로, 2005년에는 보육・가정상담학과로 학과명을 개칭하였으며 2015년 2월까지 32회에 걸쳐 1,40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동안 졸업생들은 어린이집, 영유아교육기관, 대학원 진학, 상담기관, 기업체, 정부기관, 사회기관, 사회교육센터 

등의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여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전문가 및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육・가정상담학과에서는 

아동학, 가족학, 소비자학, 보육학을 전공한 교수진이 연구 및 교수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동·청년·가족관계의 발달과 문제를 

상담하고 가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아동 및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정보화시대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창출하고 소비자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 가정과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생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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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보육·가정상담학과 (Childcare and Family Counseling)

◎ 전공핵심

● 보육학개론(300153)

Care and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help developing professional teaching role and focus on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ories.

● 정신건강(400451)

Mental Health

현대사회의 특성과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응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ve effects of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mental health and illness. Special consideration is given to practical and social issues 

involving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mental health.

● 연구및조사방법(401569)

Research Methods & Techniques

과학적 연구방법 및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기본개념과 기본이론을 학습하여, 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양적 조사방법의 설계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익히고, 질적 조사방법의 설계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익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research methods & techniques in human ecology, includ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nd techniques. This course offers th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design, implement and write their 

own research projects.

● 가족관계(500062)

Family Relations

현대가족이 가족발달주기 전 과정에 걸쳐 겪게 되는 가족원들 간의 관계, 결혼과 부모로의 전환기, 가족역기능, 이혼 및 가족위기 

등과 같은 주요 이슈와 도전들을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This course examines family relationships and functioning and addresses major issues and challenges facing 

contemporary families such as transition to marriage and parenthood, family dysfunction, divorce, and family crisis through 

empirical research evidence and theoretical studies.

● 가족학(500080)

The Family

가족에 관한 기초 지식을 연구하고 가족 상호 작용의 제 현상을 알아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family studies. This course highlights key issues of 

family interactions throughout the family life cycle. Students are encouraged to discuss family issues in a changing 

society.

● 소비자와시장(505953)

Consumer & Market

소비자와 시장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소비자학 전반을 소개하는 기본과목이다. 소비자선택이론에 입각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가계와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로서의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증진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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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the basic knowledge about the consumer and the market, this is a subject that introduces the basic area of 

consumerism. According to the consumer selection theory, this is to research the problems that the household and 

consumer face in a highly changing market, in turn to increase the economic welfare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as 

consumers.

◎ 전공심화

● 아동미술(400986)

Art for Children

아동의 미술표현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표현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미술 표현의 의미, 가치, 방법을 탐구하고 미술매체, 

미술기법, 표현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the importance of children's art activity, theoretical base, and practical teaching methods.

● 영아발달(401377)

Infant of Development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발달이론,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및 환경의 영향이다.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fant. Major themes include developmental theories;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 social development; social & cultural influences on the Infant development.

● 가계경제학(500023)

Household Economics

소비자영역 중 가계에 초점을 두는 가계경제 관련영역의 기초로, 가계행동에 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도모한다. 

가계소비와 저축, 가계재무론 등 경제체계로서의 가계와 가계의 경제구조분석 등의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Basic theories on household economic organization and economic welfare of household will be studied. And it will be 

applied to evaluation of the economic welfare of Korean household.

● 가족복지(500071)

Family Welfare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으로 인식되는 가족복지의 의미, 접근방법, 실천분야 및 해결 방안 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examines dynamics and principles of family welfare with emphasis on causes and effects of family problems 

on family members and the family as a whole. This  course focuses on solutions of family problems.

● 가족상담(500073)

Family Counseling

가족치료의 중심 되는 이론들과 개념 그리고 과정을 알아보고 가족치료자로서 가족을 상담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며 이를 응용하여 가족증상을 진단 및 해결하도록 한다.

This course studies concepts and principles of theories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frameworks and the dynamics of 

family therapy. Students are encouraged to apply those theories to diagnose family problems.

● 가족생활교육(500074)

Principles of Family Life Education

가족생활교육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며 가족생활교육에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Analyzes of theory and procedures for family life education with emphasis on designing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 보육실습(501496)

Practice in Chi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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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관련 과목에서 익힌 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실습해 봄으로써 아동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Designed for practicing the role of teacher in education centers. Requires a four-week-practice at child education centers, 

Synthetic knowledge and skills for educating young children and for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education 

programs.

● 소비자법과정책(502072)

Consumer Law & Policy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을 이해한다. 정부 개입이 필요한 근거, 소비자 관련 정책의 유형과 내용, 

소비자 관련 정책 시행기관의 기능, 소비자 기본법 및 개별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To understand the policies the government takes to protect consumers and the laws that form the basis of it. Why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necessary, the types and details of policies made to protect consumers, the function of 

organizations made to protect consumers, consumer law and laws associated with it will be provided.

● 소비자상담(502073)

Consumer Counseling

소비자 상담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구매전 상담, 구매시 상담, 구매후 상담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하고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편지상담 등 각 상담 유형별로 필요한 상담기법을 학습한다.

To acquire the techniques and knowledge for consumer counseling, the details and methods of before-purchase, purchase 

and after-purchase counseling will be taught along with counseling techniques according to each category : 

phone-counseling, face-to-face-counseling, mail-counseling and so on.

● 아동복지(502413)

Child Welfare

아동의 복지의 개념, 일반 및 특수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의 역할과 종류, 아동복지와 관련된 미래의 전망 

등을 학습한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황, 시설을 학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teach general concepts and approaches of child welfare. Students will have a chance to 

discuss issues of child welfare in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and visit child welfare settings.

● 아동상담(502415)

Counseling Children

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치료기법을 습득한다.

Explores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 therapy process. Emphasis is placed on art, play and reading therapy.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504805)

Daycare Program for Young Children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이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육 프로그램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 이해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developmental 

theories and the empirical findings.

● 보육과정(506418)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영유아 보육의 기본목적을 습득하고 경험과 흥미를 이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보육의 내용, 방법 그리고 평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보육과정 모형을 현장관찰을 통해 조직하고 분석한다.

The course includes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child care curriculum models and methods leading to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 영유아교수방법론(50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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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영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영유아보육현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사의 

교수방법 향상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Teaching strategies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d materials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are considered with 

classroom participation.

● 건강가정현장실습(506420)

Strong Family Practicum

건강가정센터 및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건강가정을 강화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며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전달 과정을 공부하여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인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enriching methods and skills through the practicum at social service settings. This course also 

strengthens students' specialization resulting from various ways of service delivery.

● 건강가정론(506423)

Strong Family Studies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며 가족생활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들을 공부한다.

This course identifies traits of strong families and studies preventing ways of family problems. Also, this course 

emphasizes enriching strategies of family life.

● 아동안전관리(507109)

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영․유아기의 신체적 발달과정과 연결된 보건 및 위생학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영․유아기의 건강, 영양, 안전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concepts of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ve health care approaches that recognize that direct 

relationships exist between health status, safety and nutrition inchild care settings.

● 언어지도(507611)

Language Arts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기 언어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유아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방법을 모색한다.

Principles and methods of teaching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and thinking for young children.

● 보육교사론(508250)

Day-Care Teacher Education

보육교사의 역할, 태도를 이해하고, 보육교사의 자질과 지식을 기른다. 보육에 관련된 정책, 내용, 문제를 연구하며,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리더십 훈련을 실시한다.

This course is for day-care teacher to understand actual affai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uch as teaching technique, 

guidance and counselling, classroom management,  processing official documents.

● 놀이지도(산학연계학)(508556)

Guiding Child's Play(Field Study)

영유아의 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과 관련된 놀이에 대한 이론 및 최신 연구에 기초하여 보육시설에서의 놀이 환경과 

영유아상호작용을 이해한다. 또한 영유아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 및 놀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환경 구성 

및 교수학습방법을 현장실습 및 참관을 통해 익힌다.

Theories of play related to children's social, emotional and physical development are studied. Emphasis on the role of the 

teacher and play materials to facilitate children's play. To increase students' practical understanding of fields on their 

specialization field practice is provided. Pla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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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윤리(508832)

Ethics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결혼 및 가족상담 실제에서 학생들이 상담전문가로서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를 다루며, 전문가의 윤리코드와 이슈들을 

이해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공부한다.

This course addresses the ethical issues and dilemma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practice. It focuses the 

professional ethic codes and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as well.

● 유아발달(508961)

Young Children Development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발달이론, 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유아의 발달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young children. Major themes include developmental 

theories;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 social development; social & cultural influences on the young children  

development.

● 심리진단(508993)

Psychological Diagnosis

심리진단을 위한 적절한 도구의 활용과 진단에 따른 심리행동 분석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Examines backgrounds of various psychological tests and practices their administration and use.

● 아동수학지도(산학연계학)(508994)

Teaching Mathematics for Children

아동의 수학적 개념 발달과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교육을 수준별로 계획, 실행, 및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매체를 활용한 아동 수학 교육의 교수방법, 교구의 선택 및 제작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현장관찰 및 실습을 통해 

이를 적용해 본다.

A study of the theories, appropriate teaching/learning strategies, content, and materials related to teaching mathematics all 

young children.

● 가계재무설계(509394)

Financial Planning for Consumers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 설계 기본개념과 실제 운용과정의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가계재무 설계의 과정 즉 자금관리, 보험설계, 

투자설계, 은퇴설계의 기초이론과 생애재무 설계 방안을 학습한다.

From the consumer financial planning perspectives, Basic theories and action plans with respect to cash flow 

management, insurance planning, investment planning, and retirement planning will be studied.

● 소비자의사결정과위험관리(509800)

Consumer Decision-Making and  Risk Management

소비자의 선택행위를 의사결정과정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이론과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으로 학습한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상품 및 사례를 통해 위험관리 역량을 기른다.

Focusing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nsumer selection,  this class is to learn many theories about 

decision-making process and decision-making for risk management. Topics for risk management include legal principles 

in insurance and insurance contracts, personal property and liability risk, life and health risks, social insurance, insurance 

companies and product markets, insurance pricing and professional ethics.

● 저축과투자(509956)

Savings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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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산형성의 기초가 되는 저축방안 마련과 함께 자산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투자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의 실제 상황에서 적합한 투자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study financial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s focusing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estment analysi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basic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Topics include 

investment risk and return measures, evaluation techniques, securities, mutual funds, real estate investments and portfolio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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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식품영양학과(Food & Nutrition)

식품영양학과는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담당하는 보건전문인으로서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산업체 급식경영 전문영양사, 임상 

및 보건영양사, 영양상담 전문가 등의 식품영양 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식품과 영양의 기능적, 위생적, 

관리적, 예방적 측면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식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 교육목표

식품영양학과는 1984년 3월 신입생 모집으로 출발하여 2015년 2월 현재 1,432명의 이학사를 배출하였다. 1992년 7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2015년 2월 현재 32명의 이학석사를 배출하였고, 2004년 11월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2014년 2월 현재 126명의 교육학석사를 배출하였다. 1994년 10월부터는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가정과 2급 정교사를 

배출하였고, 2005년부터는 가정과 2급 정교사에서 영양교사(2급) 교직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2013학년도 대학원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석사학위 임상영양사과정을 설치하였다. 산학연계과정의 개설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개최하는 학술제 행사와 국내∙외 명사 초청 강연회는 

학생들에게 전공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폭 넓은 학술 정보 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담」과「FAN」등 취업동아리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졸업생들은 산업체 

급식경영 전문영양사, 임상 및 보건영양사, 학교 영양교사, 영양상담 전문가, 식품관련 기업체, 보건위생직 등의 식품영양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영양학 및 임상영양학 등의 전공 분야에 6명의 교수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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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식품영양학과 (Food & Nutrition)

◎ 전공핵심

● 영양교육및상담실습(400701)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

영양교육 과정, 영양교육 방법과 기술 그리고 영양교육 매체제작 및 활용법을 학습하고, 대상별, 질환별로 영양교육 대상자를 

정하여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습한다.

Discusses application of theories and principles of learning, behavior change and instrumental methods to nutrition 

education.

● 식생활관리학(401321)

Meal Management

합리적인 식생활을 위한 가정 및 단체의 식단계획 및 작성 방법을 영양학적 조리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실정에 맞는 건강식을 

개발한다.

Principles of quantity food production management : production schedules, portion control, financial management layout, 

equipment planning, evaluation of alternative systems and computer applications.

● 조리원리Ⅱ(401322)

Principles of Food PreparationⅡ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인 조리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모색한다.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food components changing during cooking preparation are discussed. The 

students will study about new and standard methods of food preparation.

● 유기화학입문(401574)

introduction2 Organic Chemistry

화합물의 결합과 이성질현상 및 입체화학을 소개하고, 유기화합물의 작용기에 따른 특징과 반응 메카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생체물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After introduction on bonding, isomerism and stereoisomerism, explain chemical properties and reaction mechanisms 

according to functional groups to help the student to study more effectively the organic compounds.

● 식품미생물학(502277)

Food Microbiology

미생물인 곰팡이, 효모 및 세균을 이용하여 식품의 제조 및 식량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응용력과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킨다.

Microbial phenomena involved in the fermentation and sanitation of foods.

● 식품학(502295)

Food Science

식품의 성분, 구성과 분포상의 특징 및 수급상황 등을 교수하며, 식품학과 영양학의 관련 사항을 이해시켜 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식품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composition, component, distribution and supply of food. Inter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nutrition will be covered.

2017.02.21 15:18:591 / 6[Uca0402r]



◎ 전공심화

● 조리과학(300084)

Food & cookery science

식품 전반에 관련된 기본개념과 이론 등을 소개하고, 식품의 구조 및 물리, 화학적 성질 등을 다룬다. 아울러 식품과 영양적 기능을 

이해시켜 학생들에게 식품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Introduce overall basic concepts and theory. 

Deal with food structur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Inter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nutritional function will be 

also covered.

● 고급영양학(500327)

Advanced Nutrition

비타민, 무기질 등의 미량영양소의 기능과 흡수 및 대사를 이해한다. 이들 영양소섭취의 과잉과 결핍에 따른 영양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각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는 식품의 선택을 알아본다.

Understand the function, absorption and transport, and metabolism of micronutrient such vitamins and minerals. Deal with 

the intake of minerals and vitamins and health connection, and cover the healthy choice of micronutrient-containing foods.

● 공중보건학(500452)

Public Health Science

식품학과 영양학을 연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인류 건강유지와 증진이라 보아 보건학 전반을 소개하여 식품영양학의 위치를 

밝혀둔다. 식품위생, 인구문제, 산업보건,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병관리, 가족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

Based on family and community health theory, defin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oblems of family and 

community and implements plans for the resolution of health problems.

● 기초영양학(500793)

Basic Nutrition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다량 영양소의 구조와 체내 기능 및 운반과 대사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이들 영양소의 섭취균형과 

만성질병과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적절한 영양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Present the concepts of digestion, absorption and excretion. Understand the function and metabolism of macronutrient to 

supply energy and examine how these nutrients are related to the degenerative diseases.

● 생애주기영양학(501863)

Nutrition in Life Span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수유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 까지 각 시기에 맞는 영양적,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영양소와 대사관계를 

습득시킴으로써 올바른 식사와 영양관리 지침을 습득하고자 한다.

Understanding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nutritional needs of each stage of life cycle from pregnancy to elderly. 

Current issues related to nutrition and health  problem are discussed for each stage of life.

● 생화학Ⅰ(501874)

Biochemistry Ⅰ

물의 특성과 효소의 촉매활성 및 동력학, 유전물질의 구성과 유전정보 발현과정을 이해한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대량영양소인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구성과 생체 기능을 파악한다.

Introduce the properties of the water molecule and the kinetics of enzymes and the transmission of genetic code. Present 

the structure, chemical properties and function of energy-yielding nutrients such as carbohydrate, lipid and protein.

● 생화학Ⅱ(501875)

Biochemistr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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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변화와 산화반응을 이해하고 탄수화물, 지질, 질소화합물의 분해와 합성대사를 다루는 과정을 공부한다. 또한 영양소 

대사간의 상호관계와 호르몬 작용을 통한 대사조절기전을 파악한다.

Understand concepts of the changes in energy and oxidative process. Learn the energetics and metabolisms of 

carbohydrates, lipids and nitrogen-containing compounds by seeing how these all metabolic pathways are connected and 

controlled through the actions of hormones.

● 식품가공학(502270)

Food Processing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가공식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그 특성과 응용 방법을 습득케 한다.

Focuse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ood processing and storage. Explores processing methods for fruits, vegetables, 

cereals, meat, dairy and marine food products.

● 식품미생물실습(502275)

Food Microbiology Experiment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의 특징을 이해시키고, 관련 미생물을 관찰하고 배양하여 미생물의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The classification, cultivation and detection method of various food microorganism.

● 식품위생법규(502290)

Food Sanitation Law

식품을 생산하는 전문업소 또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 관리인들에게 필요한 법규내용을 습득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Addresses sanitary problems with respect to food poison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ow these problems relate to 

laws, regulations and government standrads.

● 식품위생학(502291)

Food Sanitation

식품으로 인한 건강 장해 요인을 익힘으로써 위생상의 안전을 기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체급식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에게 필요한 위생적인 식품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Outlines sanitary problems with respect to food poisoning, parasites, infection, disea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ffecting human health.

● 식품화학Ⅰ(502300)

Food Chemistry Ⅰ

식품의 일반성분인 물,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및 비타민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식품 상호간의 작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carbohyrates, lipids, proteins, amino acid and vitamins contained in foods are discussed,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food will be covered.

● 식품화학Ⅱ(502301)

Food Chemistry Ⅱ

식품의 특수성분인 향미성분, 색소성분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논하고 식품의 저장가공 및 조리 중에 일어나는 식품 성분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등을 연구한다.

The characteristics of flavoring compounds, food pigments contained in foods and additives are discussed. The chemical 

and physical changes of food components forming by the preparation, processing and storage of foods will be covered.

● 식품화학실습(502302)

Food Chemistr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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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식품의 일반 성분 및 특수 성분의 정성, 정량 방법을 습득하고 품질 관리와 관련된 분석실험을 행한다.

This course studies fundamental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food components. The fats, proteins, 

carbohydrates, flavor components and pigments in foods are experimented.

● 인체생리학(502965)

Human Physiology

인체의 구조와 신체 각 기관의 특성 및 기능을 이해하고, 인체의 내적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기전을 학습한다.

Examine the way the human body functions at many levels of organismic complexity and the homeostatic control 

mechanisms.

● 임상영양학(503107)

Clinical Nutrition

영양소의 이화학적인 성질과 체내에서의 기능을 이해하고, 영양소의 요구량과 평가 및 각종 질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영양 

관련 질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Study the etiology of various diseases in relation to nutrient metabolism. Provide the principles of patient assessment and 

nutritional car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 식생활과문화(505985)

Food and Culture

식생활은 각 민족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식생활의 자연 과학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을 연계하여 강의한다. 서양과 동양의 

각 국가별로의 식생활의 차이, 또한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식생활의 변천과 사회 환경에 따른 식문화를 이해하고, 인간의 

식생활변화에 따른 문제 및 대처 방안 등에 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linkage between food and culture of the east and west : cultural, rigional, ethnic, ecological, 

religious and economic influences on food patterns. Also will study about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foods.

● 영양과환경(506095)

Nutrition and Environment

사회의 특수환경 즉 기온에 따른 환경, 직업에 따른 환경, 공해에 따른 환경 등에 있어서의 식생활과 영양상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배우고, 각 환경에 따르는 영양필요량과 알맞은 식생활 지침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Understanding theoretical backgrounds of eating habits and nutritive condition under special social environment as well as 

contents on nutrition requirement and proper eating habit guidelines for each environment.

● 최신영양정보(506198)

Present Knowledge in Nutrition

현대 생활에서 영양공급의 측면 이외에 강조되는 식품의 기본적인 기능인 생리적 기능 및 안전성 등의 부가기능을 가진 신 기능성 

식품과 영양물질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급속히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건강 및 영양문제와 영양소간의 균형, 

상호관계 등을 중심으로 최신 영양 문제를 강의하고 토의한다.

Discusses the present nutritional knowledge focusing on health, nutrition balance and correlation between nutrients and 

nutritional problems that newly become influential in this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 영양판정및실습(506384)

Assessment of Nutrition Status

영양 상태 판정을 위한 여러 조사 방법을 습득 응용하며, 이에 따른 분석 결과의 적용범주에 대해 공부한다.

Study the principles and methods to evaluate the nutritional status of individuals or communities, through lectures and 

practices.

● 약선재료개발및실습(506894)

2017.02.21 15:18:594 / 6[Uca0402r]



Development of Medicinal Food Material

건강식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약선요리를 개발하기 위한 

생리활성 식품소재 및 recipe 를 연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raw materials of functional foods protecting and treating the disease and their health functionality.  

New functional foods and recipe are discussed.

● 식사요법및실습(508101)

Medical Nutrition Therapy and Practice

각종 질병치료를 위한 영양원리를 강의하고, 학생들은 치료식이를 계획하고 실습하도록 한다.

This course addresses nutrition as a component of disease treatment. Students design and practice therapeutic diets.

● 영양학실습(산학연계학)(508661)

Nutritional Experiment(Field Study)

영양소의 성질과 체내 이용에 관한 실험을 함으로써 영양생화학에 관한 지식을 높이고, 각 영양소에 따른 생화학적, 분자영양학적 

대사에 관한 다양한 실험원리와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험기법을 배운다.

Understanding laboratory introduction to principles and analytical techniques of nutritional research. This course provide 

concepts and skills to analyze of nutritional biochemistry and nutrigenomics to adapt the industrial field.

● 조리실습(산학연계학)(508693)

Cookery Lab. (Field Study)

한국요리의 전통성과 특수한 조리방법을 익히고 이를 유지개선 또는 새로운 조리 방법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교과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체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습을 통해 실제업무를 학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y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Korean food preparation. Students prepare Korean and fusion foods and develop 

their skills. And the subject involves visiting related companies and having practical training in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for applying their knowledge and enhancing their practical skills.

● 급식경영학(508834)

Food Service Management

쾌적하고 효율적인 직장의 인간관계를 알고 인사의 조직 배치, 임금제도, 승진, 전직,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와 단체급식소의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법으로 경영계획, 조직형성, 지휘능력, 경영통제, 기타관리제도 등을 연구한다.

Discusses how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pply to food service operations. Emphasis on leadership 

development, decision making/problem solving as it relates to procuremen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quality assurance 

in food and nutrition services. Allows for experience in job analysis and evaluation; human resources planning; employee 

training and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 단체급식관리(508835)

Food Service in Institution

다수인을 위한 대량 취사를 계획하고 조리 위생 안전관리기구 취급법을 공부한다.

This course covers administrative management to such as menu planning, recipe standardization, food safety and 

sanitation standard required to manage a food service program.

● 조리원리Ⅰ(508836)

Principles of Food PreparationⅠ

상용 식품 전반에 걸쳐 실생활에 흔히 이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성분, 물리 화학적인 성질, 변색과정 등의 화학반응을 연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This course covers the general components and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in raw materials of foods used to 

everyday life. It is researched for sensible cooking method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of food properties 

during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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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현장실습(산학연계학)(509397)

Field Experience in Dietetics

영양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실습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을 도모한다.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chemical and physical changes in foods and evaluation of the sensory and quality aspects of 

food.

● 영양과건강(900129)

Diet in Health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공급 및 식생활과 대사장애와의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기 쉬운 질환을 예방함에 있어서 

영양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This course involves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and  relationship between diet and metabolic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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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한의과대학(College of Korean Medicine)

한의과대학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창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의지천의 

건학이념에 따라 인술에 입각한 참된 건강의 실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명현상의 기본 원리와 법칙 및 

한의학의 이론과 기술을 교육한다. 또한 민족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인류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전문 의료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86년 11월 6일 자연과학대학 편제로 한의예과 신설 인가를 받아 졸업정원제 하에서 1987년 3월 제1회 6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하였으며, 1988년 졸업정원제 폐지로 정원이 50명으로 조정되었다가 1989년에 한의과대학으로 개편 한의학과를 개설하였다. 

1990년 7월 28일 부속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91년 9월 1일 한의학관이 신축되었다. 1992년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고, 1995년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다. 2002년 5월 31일에는 부속울산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1996년 5월 

1일 한의학연구소를 개소하였으며, 2005년 11월 3일 한의학임상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1995년 1월 20일에는 중국 

산동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2000년 5월 3일 중국 장춘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2004년 중국 북경중의약대학, 

흑룡강중의약대학, 일본의 효고침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06년에는 중국 광주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부산․경남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한의과대학으로 동서양 의학이 접합되어 강의가 개설되고 한문이나 동양 철학과 연관된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학교나 연구소, 한방 병․의원에서 기초 한의학과 임상 한의학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학본부와는 떨어져 부산진구 양정2동에 한의학관이 있고, 부속한방병원은 강의동과 매우 가까워 임상 

실습에 편리하며 같은 건물에 양방병원이 개설되어 있어 동서의학간의 상호 협진이 용이하다. 신입생 중에는 다른 학문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들도 다수 있어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여 '동의한의' 

신문발간과 의료 봉사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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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한의예과(Pre-Korean Medicine)

한의예과는 민족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한의학을 세계화하여 보건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해 동양철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한의학 전공 학습의 기초를 교육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폭넓은 사고력과 인격 도야 및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전문 의료인이 갖출 기초 이론 확립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한의예과는 한의학과로 진급하기 전 2년간의 예비 과정으로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교양 과목을 폭넓게 배움으로써, 인술을 

펴는 한의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인류에게 봉사하고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한의예과는 졸업정원제 하에서 1987년 3월 제1회 6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하였고, 1988년 졸업정원제 폐지로 정원이 

50명이 되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한 6년의 수학 기간 중 2년의 예비 과정인 만큼 다른 학과들에 비하여 성적 관리 및 유급 제도가 

엄격하여 한의예과에 입학하였다 하더라도 본과 진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학구열이 왕성한 학과이다. 

구체적인 교과목을 열거하면 한의학의 기초 과목인 한의학 개론, 원전(황제내경), 본초학 등과 의학의 기초 과목인 해부학․인체 

발생학 등을 학습하며, 그 외 교양 과목으로 동양철학․의 역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한문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四書三經 등을 

학습하며, 영어․중국어등의 외국어 공부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한의사로서의 기본적 인격 및 지식 

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한의과대학은 예과 과정 2년을 가야 캠퍼스에서 이수하고 본과 과정 4년을 부산진구 양정 2동에 소재한 

양정 캠퍼스에서 이수하게 함으로써 우리 대학에의 소속감을 확실히 하고 다른 학과들과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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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한의예과 (Pre-Korean Medicine)

◎ 전공핵심

● 의학윤리(100074)

Ethics of Oriental Medicine

한의과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한의사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습득하고 동서양의 의료윤리 전통의 내용을 이해하여 임상 환경에서 

윤리적인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Oriental medical students should learn right carriage as an oriental medicine doctor and understand traditional medical 

ethics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When oriental medicine doctors will meet ethical conflicts in clinic, they can solve 

above those problems rationally and appropriately.

● 경전강독Ⅰ(400027)

Oriental Classics Ⅰ

사서오경 등의 고전 경전을 선취하여 강독한다. 이는 한문 해석의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공부할 전통 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동양적 사유 방식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Through reading the important sentence on the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Develops intellectual faculties for interpreting 

Chinese writings and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thoughts in Oriental tradition.

● 경전강독Ⅱ(400028)

Oriental Classics Ⅱ

사서오경 등의 고전 경전을 선취하여 강독한다. 이는 한문 해석의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공부할 전통 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동양적 사유 방식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Through reading the important sentence on the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Develops intellectual faculties for interpreting 

Chinese writings and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thoughts in Oriental tradition.

● 일반물리학(400359)

General Physics

이공학의 기초가 되는 역학, 열역학, 음향학, 유체역학, 전자기학, 광학 및 현대 물리학을 개론적으로 다룬다.

Introduces general principles and analytic methods of physics to students who major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Covers mechanics, thermodynamics, acoustics, fluid mechanics, electromagnetics, optics and modern physics.

● 일반생물학Ⅰ(400373)

General Biology Ⅰ

자연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체의 구성 및 기능, 생명체의 보존, 진화 등 생물학 전반에 걸쳐 생명 현상에 대해 

생명과학과 타학문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론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생명체가 생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을 

생명체가 어떻게 합성하고 이용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Emphasizes general principles of biology and involves the areas of cell structure and function, genetics, classification of 

organisms, physiology, behavior, ecology and evolution. Minimal background in the biological sciences is required.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gain 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how chemical components are synthesized and 

utilized by the organism during growth and development.

● 일반생물학Ⅱ(400374)

General Biolog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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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체의 구성 및 기능, 생명체의 보존, 진화 등 생물학 전반에 걸쳐 생명 현상에 대해 

생명과학과 타학문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론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생명체가 생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을 

생명체가 어떻게 합성하고 이용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Emphasizes general principles of biology and involves the areas of cell structure and function, genetics, classification of 

organisms, physiology, behavior, ecology and evolution. Minimal background in the biological sciences is required.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gain 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how chemical components are synthesized and 

utilized by the organism during growth and development.

● 일반화학(400378)

General Chemistry

이공계 분야와 관련된 화학 전반에 관한 기본 개념과 이론을 취급하고 응용 분야인 환경 화학 및 공업화학 등을 소개한다

Deals with basic concepts and advanced chemistry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 한의학개론Ⅰ(400563)

Synopsis of Oriental Medicine Ⅰ

한의학적 기본 이론을 개괄적으로 배움으로써 한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Promote the ability of thinking process that learning basis theory of Oriental Medicine on 

the whole.

● 한의학개론Ⅱ(400564)

Synopsis of Oriental Medicine Ⅱ

한의학적 기본 이론을 개괄적으로 배움으로써 한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Promote the ability of thinking process that learning basis theory of Oriental Medicine on 

the whole.

● 의철학Ⅰ(400978)

Speculative Science on MedicineⅠ

의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인 인간, 사회, 종교, 과학 등의 인문학적 독서를 통하여 능동적․통합적․반성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광범하면서도 심층적인 독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의학 이념 및 의료 실천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바람직한 한의학의 창조를 도모한다.

A speculative science is needed in order to intensify thinking faculty of students moving towards how oriental medicine 

could do and should do so as to make a novel and innovative oriental medicine suitable for a modern society. In its literal 

meaning, Speculative Science on Medicine is aimed at studying method of reading, thinking, debating and writing 

scientifically on problems related with medicine or medical issues without omitting integrative viewpoint about human 

being. It covers areas of ethics, philosophy, religion, philosophical foundation of science and society.

● 의철학Ⅱ(400979)

Speculative Science on Medicine Ⅱ

의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인 인간, 사회, 종교, 과학 등의 인문학적 독서를 통하여 능동적․통합적․반성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광범하면서도 심층적인 독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의학 이념 및 의료 실천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바람직한 한의학의 창조를 도모한다.

A speculative science is needed in order to intensify thinking faculty of students moving towards how oriental medicine 

could do and should do so as to make a novel and innovative oriental medicine suitable for a modern society. In its literal 

meaning, Speculative Science on Medicine is aimed at studying method of reading, thinking, debating and writing 

scientifically on problems related with medicine or medical issues without omitting integrative viewpoint about human 

being. It covers areas of ethics, philosophy, religion, philosophical foundation of science and society.

● 기공학Ⅰ(401205)

The Theory of Gi-Gong Exercis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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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집중, 호흡조절, 신체조절의 내용으로 생체 기운의 조절과 강화를 목적으로 기 수련을 행한다. 인체 십이경락의 기운 순환을 

체험하고 정기신의 구성요소적인 입장을 인식함으로써 한의학적인 대상관의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By the concentration of mind, control of respiration, regulation of the body, we study to human bio-Gi, And go through the 

theory of Jeong-Gi-Shin. Gi-Gong exercise is composed of Tai-Chi-Chuan.

● 기공학Ⅱ(401206)

The Theory of Gi-Gong ExerciseⅡ

정신집중, 호흡조절, 신체조절의 내용으로 생체 기운의 조절과 강화를 목적으로 기 수련을 행한다. 인체 십이경락의 기운 순환을 

체험하고 정기신의 구성요소적인 입장을 인식함으로써 한의학적인 대상관의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By the concentration of mind, control of respiration, regulation of the body, we study to human bio-Gi, And go through the 

theory of Jeong-Gi-Shin. Gi-Gong exercise is composed of Tai-Chi-Chuan.

● 한방식품학Ⅰ(401289)

Food Science of Oriental MedicineⅠ

총론에서는 전체 한방식품의 기본 원리, 기미, 귀경, 승강부침, 효능, 배오, 금기, 용량, 용법을 이해하고, 각론에서는 각 한방식품의 

기원, 성미, 귀경, 효능,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학습한다.

Oriental medical students have to understand basic theory 、 four natures and five flavours 、 channel tropism 、 effects of 

lifting, loxering, floating and sinking 、 actions 、 compatibility 、 administration 、 dosage in general introduction. They 

should learn origin 、 four natures and five flavours 、 channel tropism 、 actions 、 administration 、 dosage 、 

contraindications on the foods of oriental medicine in specific discussions.

● 한방식품학Ⅱ(401290)

Food Science of Oriental MedicineⅡ

총론에서는 전체 한방식품의 기본 원리, 기미, 귀경, 승강부침, 효능, 배오, 금기, 용량, 용법을 이해하고, 각론에서는 각 한방식품의 

기원, 성미, 귀경, 효능,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학습한다.

Oriental medical students have to understand basic theory 、 four natures and five flavours 、 channel tropism 、 effects of 

lifting, loxering, floating and sinking 、 actions 、 compatibility 、 administration 、 dosage in general introduction. They 

should learn origin 、 four natures and five flavours 、 channel tropism 、 actions 、 administration 、 dosage 、 

contraindications on the foods of oriental medicine in specific discussions.

● 동양철학(501066)

Oriental Philosophy

동양 철학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사고의 방법과 학문의 기초로서 동양 철학의 기본 사상을 연구한다.

Look at Oriental philosophy, focuses on its historical aspects and studies its basis theories as the basis of study and the 

way of thinking.

● 본초학총론(501536)

Introduction to Medical Herbology

본초학의 역사와 기미론, 용법, 용량, 채집, 저장, 수치 등을 학습한다.

Study the history, Ki-Mi theory, usages and dosage, collection, storage, processing of medicinal herbology.

● 생화학Ⅰ(501874)

Biochemistry Ⅰ

유기 약품의 제조 및 이론을 습득하고 화학 약품에 대한 학술적 이론을 탐구한다.

Making organic chemicals and theories of chemical mechanisms for human body.

● 생화학Ⅱ(501875)

Biochemistr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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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약품의 제조 및 이론을 습득하고 화학 약품에 대한 학술적 이론을 탐구한다.

Making organic chemicals and theories of chemical mechanisms for human body.

● 원전Ⅰ(502704)

The Original Text of Oriental Medicine Ⅰ

한방의 경전인 황제내경을 교재로 하여, 한의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케 하고 아울러 한문의 독해력을 양성한다.

Explores the Hwang-Jae-Ne-Kyung (《黃帝內經》) regarded as the highest basic Book in medical theory. Develops ability 

to read the classical Chinese and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 원전Ⅱ(502705)

The Original Text of Oriental Medicine Ⅱ

한방의 경전인 황제내경을 교재로 하여, 한의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케 하고 아울러 한문의 독해력을 양성한다.

Explores the Hwang-Jae-Ne-Kyung (《黃帝內經》) regarded as the highest basic Book in medical theory. Develops ability 

to read the classical Chinese and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 의학영어Ⅰ(502905)

Medical English Ⅰ

한의학의 국제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한방의학 영어와 양방 의학 영어를 공부하여 본 대학의 특성화인 한의학의 세계화를 

촉진시킨다.

Enhanc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Oriental Medicine  by studying the Oriental medical English and the Western medical 

English.

● 의학영어Ⅱ(502906)

Medical English Ⅱ

한의학의 국제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한방의학 영어와 양방 의학 영어를 공부하여 본 대학의 특성화인 한의학의 세계화를 

촉진시킨다.

Enhanc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Oriental Medicine  by studying the Oriental medical English and the Western medical 

English.

● 의학한문Ⅰ(502909)

Medical Chinese Classics Ⅰ

한문으로 된 한의학에 관한 서적을 자력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Reading the Oriental Medicine Book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醫古文), developing the facultie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logic in Oriental Medicine.

● 의학한문Ⅱ(502910)

Medical Chinese Classics Ⅱ

한문으로 된 한의학에 관한 서적을 자력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Reading the Oriental Medicine Book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醫古文), developing the facultie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logic in Oriental Medicine.

● 약용식물학(505524)

Pharmaceutical Botany

약용식물의 분류, 식별, 국제식물명명규약, 분별, 형태학, 식물기재학 등을 학습하여 본초학 학습의 기초를 마련한다.

Study of plant taxonomy, identification,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classification, morphology, 

Phytography of medicin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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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발생학Ⅰ(506085)

Human Embryology Ⅰ

접합자 형성에서 기본 기관 및 계통 형성이 완료되는 배자전기와 배자기 그리고 태아기의 중요한 발생단계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여 

이를 정상 인체 구조물의 상호 연관성 및 기원을 알게 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 선천성 이상의 원인을 이해하게 

한다.

The main emphasis of this unit of study concerns the prenatal development of human body. The lecture topics cover on the 

developmental phenomena of the intrauterine life from the fertilization of the ovum cell to the birth of the new-infant. During 

this part of the course, it is very convenient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adult human body.

● 인체발생학Ⅱ(506086)

Human Embryology Ⅱ

접합자 형성에서 기본 기관 및 계통 형성이 완료되는 배자전기와 배자기 그리고 태아기의 중요한 발생단계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여 

이를 정상 인체 구조물의 상호 연관성 및 기원을 알게 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 선천성 이상의 원인을 이해하게 

한다.

The main emphasis of this unit of study concerns the prenatal development of human body. The lecture topics cover on the 

developmental phenomena of the intrauterine life from the fertilization of the ovum cell to the birth of the new-infant. During 

this part of the course, it is very convenient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adult human body.

● 한의학원리론Ⅰ(506276)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Ⅰ

한의학 개론 소양을 바탕으로 한방 생리학․한방병리학 이전의 원리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고, 한의학의 주변 학문인 동양의 

유불선 철학, 자연 기후 변화의 규율, 인간 생명의 존엄성 및 개체 생리․병리의 바탕이 되는 생체 기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며, 한의학의 기초 원리가 되는 동양철학, 수련법, 의역학, 운기학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원리를 연구한다.

Based on the Synopsis of Oriental Medicine Ⅰ․Ⅱ, handle as there is depth and carry on the head side that is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previous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and Establish basis  about principle of Oriental medicine that 

get into individual physiology, pathology is eastern philosophy, law of nature, climate fluctuation, dignity of human life.

● 한의학원리론Ⅱ(506277)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Ⅱ

한의학 개론 소양을 바탕으로 한방 생리학․한방병리학 이전의 원리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고, 한의학의 주변 학문인 동양의 

유불선 철학, 자연 기후 변화의 규율, 인간 생명의 존엄성 및 개체 생리․병리의 바탕이 되는 생체 기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며, 한의학의 기초 원리가 되는 동양철학, 수련법, 의역학, 운기학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원리를 연구한다.

Based on the Synopsis of Oriental Medicine Ⅰ․Ⅱ, handle as there is depth and carry on the head side that is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previous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and Establish basis  about principle of Oriental medicine that 

get into individual physiology, pathology is eastern philosophy, law of nature, climate fluctuation, dignity of human life

● 해부학Ⅰ(506278)

Anatomy Ⅰ

인체에 대한 육안해부학적 지식을 등, 팔, 머리, 목, 가슴, 배, 골반 및 다리 등에 대해 국소 해부학적으로 접근․학습함으로써 인체 

각 부위의 정확한 기술능력을 기르게 하며 임상과 관련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게 한다.

In this Anatomy course, the gross anatomy of the human body is studied and follows regional approach including all 

systems of the body. Lectures are clinically oriented, emphasizing particular areas of clinically relevant oriental medicine.

● 해부학Ⅱ(506279)

Anatomy Ⅱ

인체에 대한 육안해부학적 지식을 등, 팔, 머리, 목, 가슴, 배, 골반 및 다리 등에 대해 국소 해부학적으로 접근․학습함으로써 인체 

각 부위의 정확한 기술능력을 기르게 하며 임상과 관련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게 한다.

2017.02.21 15:18:595 / 6[Uca0402r]



In this Anatomy course, the gross anatomy of the human body is studied and follows regional approach including all 

systems of the body. Lectures are clinically oriented, emphasizing particular areas of clinically relevant oriental medicine.

● 해부학실습Ⅰ(506280)

Anatomy Lab. Ⅰ

인체에 대한 국소해부학적 지식을 실제 실습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인체 각 부위의 정확한 기술능력을 기르며 임상과 연관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게 한다.

The laboratory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by direct observation. The 

dissection are clinically oriented, emphasizing particular areas of clinically relevant oriental medicine.

● 해부학실습Ⅱ(506281)

Anatomy Lab. Ⅱ

인체에 대한 국소해부학적 지식을 실제 실습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인체 각 부위의 정확한 기술능력을 기르며 임상과 연관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게 한다.

The laboratory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by direct observation. The 

dissection are clinically oriented, emphasizing particular areas of clinically relevant oriental medicine.

● 의역학Ⅰ(506725)

Medicine's Chinese Classic on Divination Ⅰ

동양철학의 경전인 주역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그 속에 담긴 태극, 음양, 사상, 팔괘 등의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한의학적인 

사고의 지평을 확장한다.

On the ground of "The Book of Change"theory we study to "the Great Absolute", "Yin-Yang", "Four Phase for divination",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for amplific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s cognitive faculty.

● 의역학Ⅱ(506726)

Medicine's Chinese Classic on Divination Ⅱ

동양철학의 경전인 주역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그 속에 담긴 태극, 음양, 사상, 팔괘 등의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한의학적인 

사고의 지평을 확장한다.

On the ground of "The Book of Change"theory we study to "the Great Absolute", "Yin-Yang", "Four Phase for divination",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for amplific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s cognitive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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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한의학과(Korean Medicine)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학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한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의 

응용능력을 교육한다. 또한 새로운 의학의 창출을 위해 한의학의 전반적인 분야와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분야를 창의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생명관을 가지고 국민과 인류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86년 11월 6일 자연과학대학 편제로 한의예과 신설 인가를 받아 졸업정원제 하에서 1987년 3월 제1회 6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하였으며, 1988년 졸업정원제 폐지로 정원이 50명으로 조정되었다가 1989년에 한의과대학으로 개편 한의학과를 개설하였다. 

1990년 7월 28일 부속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91년 9월 1일 한의학관이 신축되었다. 1999년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고, 1995년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다.

2002년 5월 31일에는 부속 울산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1996년 5월 1일 한의학 연구소를 개소하였으며, 2005년 11월 3일 한의학 

임상 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1995년 1월 20일에는 중국 산동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을 하였고, 2000년 5월 3일 중국 

장춘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을 하였다. 2004년 중국 북경중의약대학,흑룡강중의약학대학,일본의 요고침구대학과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2006년에는 중국 광주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을 하였다.

부산 경남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한의과대학으로 동서양 의학이 접합되어 강의가 개설되고 한문이나 동양철학과 연관된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학교나 연구소, 한방 병·의원에서 기초 한의학과 임상 한의학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학본부와는 떨어져 부산진구 양정 2동에 한의학관이 있고, 부속 한방병원은 강의동과 매우 가까워 임상 

실습에 편리하며 같은 건물에 양방병원이 개설되어 있어 동서의학 간의 상호 협진이 용이하다. 신입생 중에는 다른 학문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들도 다수 있어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여 '동의 한의'신문 

발간과 의료봉사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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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한의학과 (Korean Medicine)

◎ 전공핵심

● 예방의학및양생학(401248)

Preventive Medicine & Life Nurturing

예방의학 및 양생학은 천인상응․정체관으로 바라보는 전일적인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통 

한의학의 양생법과 국민건강 보호․유지․증진이라는 입장에서 현대 한의학의 방법론을 결합한 융합학문 분야이다.

Preventive Medicine & Life Nurturing is a interdisciplinary branch of health & life science which concerns health-care and 

nurturing methods with regard to preventing disease, promoting health, and enhancing life span in both Traditional and 

Modern Korean Medicine.

● 한방종양학(401415)

Oncology of Korean Medicine

한방종양학은 한의학적 관점으로 암의 발생, 진단, 치료에 대하여 학습하며, 나아가 종양에 대한 동서의학적 병인, 병리, 변증 및 

예후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암 치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Students to learn etiology, pathology, prognosis, its differentiation, and treatments of cancer in Western and Eastern 

oncology fields. students get to know the recognition, mechanism, and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of cancer through 

understanding the various medical ideology of Oriental doctors of the past.

● 예방의학및실습Ⅱ(401466)

Preventive Medicine and Lab Ⅱ

예방의학이란 공동체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특히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 질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사업의 조직, 모든 

사람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사회조직의 개발을 위하여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건강과 수명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을 조직화하는 학문이다.

Preventive Medicine is the science and art of preventing disease, prolonging life and promoting health and efficiency 

through organized community effort for the environment, control of communicable infections, education about personal 

hygiene, organization of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for early diagnosis and preventive treatment of disease and 

development of social machinery to insure everyone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maintenance of health.

● 간계내과학Ⅰ(500089)

Internal Medicine (hepatic System) Ⅰ

간, 담낭질환, 혈액질환 및 보양요법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증상, 진단, 치료의 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digestive treatments as well.

● 간계내과학Ⅱ(500090)

Internal Medicine (hepatic System) Ⅱ

간, 담낭질환, 혈액질환 및 보양요법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증상, 진단, 치료의 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digestive treatmen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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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과학Ⅰ(501425)

Radiology Ⅰ

X-선 진단을 중심으로 각 계통 질환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Comprehensive systematic study of diseases, using radiologic investigation(x-ray, CT).

● 방사선과학Ⅱ(501426)

Radiology Ⅱ

X-선 진단을 중심으로 각 계통 질환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Comprehensive systematic study of diseases, using radiologic investigation(x-ray, CT).

● 방제학Ⅰ(501441)

Formulas of Oriental Medicine Ⅰ

총론에서는 방제(方劑)와 변증(辨證), 입법(立法)의 관계는 물론이고, 방제의 배합원리, 분류(分類), 제형(劑型), 전탕법(煎湯法), 

복용법(服用法)을 이해하며, 각론에서는 각 방제의 조성(組成), 용법(用法), 효능(效能), 주치(主治), 방해(方解), 배합(配合) 등을 

임상치료에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Oriental medical students have to understand relationship among formulae,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working 

out a therapy, and should know principles of forming a formula, classification of formulas, dosage forms and methods of 

decocting and administration in general introduction. They should learn ingredients, administration, actions, indications, 

elucidation, clinical application of formulae in specific discussions.

● 방제학Ⅱ(501442)

Formulas of Oriental Medicine Ⅱ

총론에서는 방제(方劑)와 변증(辨證), 입법(立法)의 관계는 물론이고, 방제의 배합원리, 분류(分類), 제형(劑型), 전탕법(煎湯法), 

복용법(服用法)을 이해하며, 각론에서는 각 방제의 조성(組成), 용법(用法), 효능(效能), 주치(主治), 방해(方解), 배합(配合) 등을 

임상치료에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Oriental medical students have to understand relationship among formulae,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working 

out a therapy, and should know principles of forming a formula, classification of formulas, dosage forms and methods of 

decocting and administration in general introduction. They should learn ingredients, administration, actions, indications, 

elucidation, clinical application of formulae in specific discussions.

● 방제학실습Ⅰ(501447)

Formulas of Oriental Medicine Lab. Ⅰ

방제의 구성배합과 포장, 제형 제조과정 그리고 약효분석을 실습한다.

Oriental medical students should practice combination of ingredients, packing, making process of dosage forms of 

formulas, and analysis of actions.

● 방제학실습Ⅱ(501448)

Formulas of Oriental Medicine Lab. Ⅱ

방제의 구성배합과 포장, 제형 제조과정 그리고 약효분석을 실습한다.

Oriental medical students should practice combination of ingredients, packing, making process of dosage forms of 

formulas, and analysis of actions.

● 병리학Ⅰ(501475)

Oriental Pathology Ⅰ

인체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질병과 증상 등에 대해 原因과 病機를 분석하고 辨證을 시행함으로써 질병의 본체를 밝히고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및 예후판단을 위한 지식을 연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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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bject focuses on analyzing pathogenesis and mechanisms about various pathological phenomena manifested on 

human body and studying various differential diagnostic systems used in clinical practice.So it gives useful knowledges for 

differentiating or deciding disease entity and guidelines for prevention, diagnosis, prognostic comprehensions of diseases.

● 병리학Ⅱ(501476)

Oriental Pathology Ⅱ

인체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질병과 증상 등에 대해 原因과 病機를 분석하고 辨證을 시행함으로써 질병의 본체를 밝히고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및 예후판단을 위한 지식을 연마한다.

This subject focuses on analyzing pathogenesis and mechanisms about various pathological phenomena manifested on 

human body and studying various differential diagnostic systems used in clinical practice.So it gives useful knowledges for 

differentiating or deciding disease entity and guidelines for prevention, diagnosis, prognostic comprehensions of diseases.

● 병리학실습Ⅰ(501480)

Practice of Oriental Pathology Lab. Ⅰ

인체에 대한 병인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환경을 조성하여 관찰하고, 환자모델에 대해 辨證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식을 체험한다. 그리고 변증 시 사용되는 한방진단기기에 대한 활용법도 실습한다.

This subject contains some observations of many weather conditions in order to understand mechanisms of pathogens 

and repetitive practices of differential diagnosis in real. Also it deals with data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some 

diagnostic instruments in the oriental clinic.

● 병리학실습Ⅱ(501481)

Practice of Oriental Pathology Lab. Ⅱ

인체에 대한 병인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환경을 조성하여 관찰하고, 환자모델에 대해 辨證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식을 체험한다. 그리고 변증 시 사용되는 한방진단기기에 대한 활용법도 실습한다.

This subject contains some observations of many weather conditions in order to understand mechanisms of pathogens 

and repetitive practices of differential diagnosis in real. Also it deals with data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some 

diagnostic instruments in the oriental clinic.

● 보건법규Ⅰ(501486)

Medical Law Ⅰ

개업 시 있게 되는 병원개설, 면허관리, 환자관리, 약품관리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연구한다.

Covers laws and regula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anesthetics, epidemics and insurance.

● 보건법규Ⅱ(501487)

Medical Law Ⅱ

개업 시 있게 되는 병원개설, 면허관리, 환자관리, 약품관리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연구한다.

Covers laws and regula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anesthetics, epidemics and insurance.

● 본초학Ⅰ(501528)

Medical Herbology Ⅰ

본초의 학명, 기원, 약용부위, 성상, 기미, 귀경, 효능, 주치, 용량, 수치, 금기, 저장법, 부작용 등을 학습한다.

Study the Latin title, origin, part used for pharmaceutical purposes, description, processing, identification, channel tropism, 

action, indications, usage and dosage, processing, precaution, storage, side effect of medicinal herbs.

● 본초학Ⅱ(501529)

Medical Herbology Ⅱ

본초의 학명, 기원, 약용부위, 성상, 기미, 귀경, 효능, 주치, 용량, 수치, 금기, 저장법, 부작용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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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e Latin title, origin, part used for pharmaceutical purposes, description, processing, identification, channel tropism, 

action, indications, usage and dosage, processing, precaution, storage, side effect of medicinal herbs.

● 본초학실습Ⅰ(501534)

Medical Herbology Lab. Ⅰ

본초의 기원, 성상, 감별, 확인, 조직, 절단면, 냄새, 맛, 용해도, 성분, 건조, 수치, 회분, 저장 등을 실습한다.

Experience the source, description, identification, texture, cross section, odour, taste, solubility, physical constants, drying 

methods, processing, ash, storage of medicinal herbs.

● 본초학실습Ⅱ(501535)

Medical Herbology Lab. Ⅱ

본초의 기원, 성상, 감별, 확인, 조직, 절단면, 냄새, 맛, 용해도, 성분, 건조, 수치, 회분, 저장 등을 실습한다.

Experience the source, description, identification, texture, cross section, odour, taste, solubility, physical constants, drying 

methods, processing, ash, storage of medicinal herbs.

● 부인과학Ⅰ(501553)

Obstetric and Gynecology Ⅰ

여성고유의 생리현상과 이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질병의 한의학적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연구한다.

We study woman' physiology and the diseases related to it about it's origin, symptom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oriental 

medicine.

● 부인과학Ⅱ(501554)

Obstetric and Gynecology Ⅱ

여성고유의 생리현상과 이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질병의 한의학적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연구한다.

We study woman' physiology and the diseases related to it about it's origin, symptom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oriental 

medicine.

● 비계내과학Ⅰ(501676)

Internal Medicine (Digestive System) Ⅰ

비, 위장 및 소화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spleen, stomach and digestive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digestive treatments as well.

● 비계내과학Ⅱ(501677)

Internal Medicine (Digestive System) Ⅱ

비, 위장 및 소화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spleen, stomach and digestive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digestive treatments as well.

● 사상체질의학Ⅰ(501715)

Constitutional Medicine Ⅰ

1. 동의수세보원을 중심으로 사상의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시키고 체질 분류 및 치료법을 연구한다.

2. 질병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체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예방과 치료에 응용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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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ording to Donge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We study the basic principl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ave studying in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Treatment method

2. We classify the origination and change stage of disea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 Therefore, we have 

studying in preventa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 사상체질의학Ⅱ(501716)

Constitutional Medicine Ⅱ

1. 동의수세보원을 중심으로 사상의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시키고 체질 분류 및 치료법을 연구한다.

2. 질병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체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예방과 치료에 응용하여 연구한다.

1. According to Donge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We study the basic principl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ave studying in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Treatment method

2. We classify the origination and change stage of disea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 Therefore, we have 

studying in preventa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 상한론Ⅰ(501813)

Shanghanlun Ⅰ

상한론을 중심으로 외감병의 발생과 전변 및 진단, 치료처방, 예후판단 등에 관한 제이론을 숙지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This subject is focused on studying classical theories about happening, metastasis, diagnosis, prescriptions, prognosis of 

the febrile epidemic diseases established by Zhongjing and on clinical applications onto modern febrile diseases.

● 상한론Ⅱ(501814)

Shanghanlun Ⅱ

상한론을 중심으로 외감병의 발생과 전변 및 진단, 치료처방, 예후판단 등에 관한 제이론을 숙지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This subject is focused on studying classical theories about happening, metastasis, diagnosis, prescriptions, prognosis of 

the febrile epidemic diseases established by Zhongjing and on clinical applications onto modern febrile diseases.

● 생리학Ⅰ(501823)

Physiology Ⅰ

인체의 생명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복잡 미묘한 생리 기전을 탐구한다.

Provides an essential knowledge which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functions of the major organs and their functions in 

the normal human body.

● 생리학Ⅱ(501824)

Physiology Ⅱ

인체의 생명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복잡 미묘한 생리 기전을 탐구한다.

Provides an essential knowledge which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functions of the major organs and their functions in 

the normal human body.

● 소아과학Ⅰ(502087)

Pediatrics Ⅰ

소아의 건강관리와 병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증상과 치료법을 한의학적으로 연구한다.

Illuminates physiology, pathology and diseases of children in Oriental medical terminologies.

● 소아과학Ⅱ(502088)

Pediatrics Ⅱ

소아의 건강관리와 병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증상과 치료법을 한의학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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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es physiology, pathology and diseases of children in Oriental medical terminologies.

● 신경정신과학Ⅰ(502309)

Dept. of Neuropsychiatry Ⅰ

정신질환 및 심인성 질환 등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한다.

We use oriental medicines to treat neuropsychiatric diseases such as sleep disorder, alcoholism, dementia, depression, 

anger syndrome(Hwabyung), somatoform disorder, epilepsy, panic disorder, as well as stress related diseases.

● 신경정신과학Ⅱ(502310)

Dept. of Neuropsychiatry Ⅱ

정신질환 및 심인성 질환 등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한다.

We use oriental medicines to treat neuropsychiatric diseases such as sleep disorder, alcoholism, dementia, depression, 

anger syndrome(Hwabyung), somatoform disorder, epilepsy, panic disorder, as well as stress related diseases.

● 신계내과학Ⅰ(502316)

Internal Medicine (Urinary System) Ⅰ

비뇨기 및 생식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kidney, genital and urinary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kidney, genital and urinary treatments 

as well.

● 신계내과학Ⅱ(502317)

Internal Medicine (Urinary System) Ⅱ

비뇨기 및 생식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kidney, genital and urinary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kidney, genital and urinary treatments 

as well.

● 신침요법학(502341)

New Therapy of Acupuncture

기존의 침법 외에 최근 들어 개발된 각종 신침요법의　종류 및 조작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임상에 활용여부를 습득한다. 특히 특정 

부위에 자침하는 분구침법인　이침 족침 수지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론적 기초와 조작방법을 습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본다.

Besides the existing therapy of acupuncture we investigate various kinds, operating methods of new therapy of 

acupuncture which developed lately, and master application in clinics. Especially we master theoretical basics and 

operating methods of auriculo-therapy, foot-acupuncture therapy, hand-acupuncture therapy, and grope for new prosper 

course.

● 심계내과학Ⅰ(502385)

Internal Medicine (Cardiac System) Ⅰ

심장 및 혈관계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cardiac and circular system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cardiac and circular system 

treatmen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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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계내과학Ⅱ(502386)

Internal Medicine (Cardiac System) Ⅱ

심장 및 혈관계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cardiac and circular system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cardiac and circular system 

treatments) as well.

● 안이비인후과학Ⅰ(502427)

Oriental Otorhinolaryngology Ⅰ

눈, 코, 귀, 인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It is a learning to make a study of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bout every diseases occuring in the 

eye, the nose, the ear and the throat.

● 안이비인후과학Ⅱ(502428)

Oriental Otorhinolaryngology Ⅱ

눈, 코, 귀, 인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It is a learning to make a study of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bout every diseases occuring in the 

eye, the nose, the ear and the throat.

● 약침학(502460)

Herbal Acupuncture

약침요법에 주로 사용되는 약재와 약재에 따른 효능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기존의 침범과의 대비를 통해 광범위한 임상 

활용여부를 파악한다. 특히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락 약침, 팔강 약침, 자하거 약침, 봉약침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실제 자침방법도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Herbal Acupuncture therapy (HAT) is a new form of therapy derived from combination of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Especially we will study 4 types of HAT widely used in clinic Meridian HAT, Bee Venom Therapy, HAT of Human Placenta, 

HAT of eight diagnostic principles.

● 양방병리학Ⅰ(502461)

Pathology Ⅰ

양방병리학은 서양기초의학을 병리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임상의학을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과 분류, 발생기전, 형태학적 특징과 합병증 등을 이해함으로써 질병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Pathology is taught in order to understand synthetically the fundamentals of western medicine in pathological view. Thus 

the causes and classifications, morphological features, complications of diseases can be understood comprehensively 

and so they can help unbiased better understandings about entity of diseases regardless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양방병리학Ⅱ(502462)

Pathology Ⅱ

양방병리학은 서양기초의학을 병리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임상의학을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과 분류, 발생기전, 형태학적 특징과 합병증 등을 이해함으로써 질병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Pathology is taught in order to understand synthetically the fundamentals of western medicine in pathological view. Thus 

the causes and classifications, morphological features, complications of diseases can be understood comprehensively 

and so they can help unbiased better understandings about entity of diseases regardless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양방약리학(5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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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logy

약물의 반응과 효과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측정한다.

Examines theoretical reactions and practical effects of medicines.

● 예방의학및실습Ⅰ(502640)

Preventive Medicine and Laboratory Ⅰ

예방의학이란 공동체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특히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 질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사업의 조직, 모든 

사람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사회조직의 개발을 위하여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건강과 수명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을 조직화하는 학문이다.

Preventive Medicine is the science and art of preventing disease, prolonging life and promoting health and efficiency 

through organized community effort for the environment, control of communicable infections, education about personal 

hygiene, organization of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for early diagnosis and preventive treatment of disease and 

development of social machinery to insure everyone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maintenance of health.

● 원전Ⅲ(502706)

The Original Text of Oriental Medicine Ⅲ

한방의 경전인 황제내경을 교재로 하여, 한의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케 하고 아울러 한문의 독해력을 양성한다.

Explores the Hwang-Jae-Ne-Kyung (《黃帝內經》) regarded as the highest basic Book in medical theory. Develops ability 

to read the classical Chinese and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 원전Ⅳ(502707)

The Original Text of Oriental Medicine Ⅳ

한방의 경전인 황제내경을 교재로 하여, 한의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케 하고 아울러 한문의 독해력을 양성한다.

Explores the Hwang-Jae-Ne-Kyung (《黃帝內經》) regarded as the highest basic Book in medical theory. Develops ability 

to read the classical Chinese and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 응급의학(502836)

Emergency Treatment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 처치의 원리와 처치술을 다룬다.

Practice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first aid for immediate treatment in emergency situations.

● 의사학Ⅰ(502899)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Ⅰ

동양의학 역사 즉 각 시대에 따른 유명 의가의 업적, 사상, 그리고 의학, 의술의 발달 및 당시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선인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한의학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Presents the remarkable achievements, distinctive thoughts and major writings related to the famous medical scholars at 

different dates. Includes the advance of medical treatment and the influence of political-social backgrounds.

● 의사학Ⅱ(502900)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Ⅱ

동양의학 역사 즉 각 시대에 따른 유명 의가의 업적, 사상, 그리고 의학, 의술의 발달 및 당시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선인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한의학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Presents the remarkable achievements, distinctive thoughts and major writings related to the famous medical scholars at 

different dates. Includes the advance of medical treatment and the influence of political-social backgrounds.

● 의학통계(5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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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tatistics

한의학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기술통계량을 포함하여 신뢰구간, 가설검정 그리고 한의학에서 

얻어지는 특수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학습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how to statistically analyze oriental medical data.

And learns descriptive statistics, confidence intervals, testing hypothesis, and special topics in oriental medicine.

● 임상병리학(503099)

Clinical Pathology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혈액학, 생화학, 세균학 및 면역학 등을 연구한다.

Clin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through laboratory methods: Hematology, Chemistry, Immunology, Microbiology, 

Blood banks,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 임상실습Ⅰ(503102)

Clinical Practice Ⅰ

유인물을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리 배부, 그 환자의 관리, 병력 및 임상적 검사 수치, 임상 경과 및 병리학적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또한 진단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질환들을 예습케 한다.

Accurate diagnosis of diseases, patient care, history, clinical testing figures, clinical processes, pathology testing results.

● 임상실습Ⅱ(503103)

Clinical Practice Ⅱ

유인물을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리 배부, 그 환자의 관리, 병력 및 임상적 검사 수치, 임상 경과 및 병리학적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또한 진단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질환들을 예습케 한다.

Accurate diagnosis of diseases, patient care, history, clinical testing figures, clinical processes, pathology testing results.

● 진단학Ⅰ(503715)

Oriental Diagnostics Ⅰ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음양오행론에 입각하여 인체의 병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병증을 구분함으로써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것을 학습한다.

On the ground of the oriental medicine's theory we study to diagnose diseased-condition of human body according to four 

methods of diagnosis and the eight principal syndromes

● 진단학Ⅱ(503716)

Oriental Diagnostics Ⅱ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음양오행론에 입각하여 인체의 병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병증을 구분함으로써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것을 학습한다.

On the ground of the oriental medicine's theory we study to diagnose diseased-condition of human body according to four 

methods of diagnosis and the eight principal syndromes

● 침구과학Ⅰ(503844)

Acupuncture and Moxibustion Ⅰ

침구의 실제 조작법을 공부한 후 학부 1, 2학년 에서 배운 경혈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임상 각과에 응용하는 치료법을 

강의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The aim of education is to learn applicable therapy of actually clinic department, and  to have confidence after learning 

actual operating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upon pointologic knowledges which were learned at first and 

second grade.

● 침구과학Ⅱ(5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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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 and Moxibustion Ⅱ

침구의 실제 조작법을 공부한 후 학부 1, 2학년 에서 배운 경혈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임상 각과에 응용하는 치료법을 

강의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The aim of education is to learn applicable therapy of actually clinic department, and  to have confidence after learning 

actual operating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upon pointologic knowledges which were learned at first and 

second grade.

● 침구과학Ⅲ(503846)

Acupuncture and Moxibustion Ⅲ

침구의 실제 조작법을 공부한 후 학부 1, 2학년 에서 배운 경혈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임상 각과에 응용하는 치료법을 

강의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The aim of education is to learn applicable therapy of actually clinic department, and  to have confidence after learning 

actual operating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upon pointologic knowledges which were learned at first and 

second grade.

● 폐계내과학Ⅰ(504098)

Internal Medicine (Respiratory System) Ⅰ

폐 및 호흡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ung and respiratory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lung and respiratory treatments as 

well.

● 폐계내과학Ⅱ(504099)

Internal Medicine (Respiratory System) Ⅱ

폐 및 호흡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focus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ung and respiratory diseases. Students will become not only familiar with the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causes, symptoms, and diagnosis of disease but with the approach of most effective lung and respiratory treatments as 

well.

● 피부외과학Ⅰ(504176)

Oriental Surgery and Dermatology Ⅰ

인체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 피부외과학Ⅱ(504177)

Oriental Surgery and Dermatology Ⅱ

인체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 한방생리학Ⅰ(504323)

Oriental Physiology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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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가장 원리적 방법에 의한 생명현상을 토대로 삼고 각 장기관의 상호관계와 기능적 분석을 

연구한다.

Make most on the basis of life phenomenon to learning that become head of a basis of Oriental Physiology Ⅰ․Ⅱ and study 

each corelation and functional analysis of Viscera and Bowles

● 한방생리학Ⅱ(504324)

Oriental Physiology Ⅱ

동양 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가장 원리적 방법에 의한 생명현상을 토대로 삼고 각 장기관의 상호관계와 기능적 분석을 

연구한다.

Make most on the basis of life phenomenon to learning that become head of a basis of Oriental Physiology Ⅰ․Ⅱ and study 

each corelation and functional analysis of Viscera and Bowles

● 재활의학과학Ⅰ(504783)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Ⅰ

한방 재활 의학의 개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한방 재활 의학과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Let to know the concepts and objects of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Learning  diagnoses and treatments of various 

diseases (nervous system disorder, joint & spine disease, chronic pain).

● 재활의학과학Ⅱ(504784)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Ⅱ

한방 재활 의학의 개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한방 재활 의학과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Let to know the concepts and objects of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Learning  diagnoses and treatments of various 

diseases (nervous system disorder, joint & spine disease, chronic pain).

● 한방약리학Ⅰ(505275)

Oriental Pharmacology Ⅰ

한약의 기본적인 약리와 실제적인 약효, 용량, 부작용 등을 학습한다.

Study the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dosage, side effect of medicinal herbs.

● 한방약리학Ⅱ(505684)

Oriental Pharmacology Ⅱ

한약의 기본적인 약리와 실제적인 약효, 용량, 부작용 등을 학습한다.

Study the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dosage, side effect of medicinal herbs.

● 간계내과학및실습Ⅰ(505707)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Hepatic System) Ⅰ

간, 담낭질환, 혈액질환 및 보양요법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치료의 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 간계내과학및실습Ⅱ(505708)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Hepatic System) Ⅱ

간, 담낭질환, 혈액질환 및 보양요법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치료의 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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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iver, 

gallbladder, blood and boyang(health preserving) systems.

● 부인과학및실습Ⅰ(505854)

Clinical Practice of Obstetric and Gynecology Ⅰ

여성고유의 생리현상과 이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질병의 한의학적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study and practice woman' physiology and the diseases related to it about it's origin, symptom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oriental medicine.

● 부인과학및실습Ⅱ(505855)

Clinical Practice of Obstetric and Gynecology Ⅱ

여성고유의 생리현상과 이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질병의 한의학적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study and practice woman' physiology and the diseases related to it about it's origin, symptom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oriental medicine.

● 비계내과학및실습Ⅰ(505863)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Digestive System) Ⅰ

비, 위장 및 소화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spleen, stomach and digestive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spleen, stomach and digestive 

diseases.

● 비계내과학및실습Ⅱ(505864)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Digestive System) Ⅱ

비, 위장 및 소화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spleen, stomach and digestive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spleen, stomach and digestive 

diseases.

● 사상체질의학및실습Ⅰ(505883)

Clinical Practice of Constitutional Medicine Ⅰ

1. 동의수세보원을 중심으로 사상의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시키고 체질 분류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2. 질병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체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예방과 치료에 응용하여 연구하고 실습한다.

1. According to Donge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We study the basic principl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ave  practical training in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Treatment method

2. We classify the origination and change stage of disea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 Therefore, we have 

practical studying& training in preventa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 사상체질의학및실습Ⅱ(505884)

Clinical Practice of Constitutional Medicine Ⅱ

1. 동의수세보원을 중심으로 사상의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시키고 체질 분류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2. 질병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체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예방과 치료에 응용하여 연구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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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ording to Donge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We study the basic principl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ave  practical training in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Treatment method

2. We classify the origination and change stage of disea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 Therefore, we have 

practical studying& training in preventa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 산과학Ⅰ(505890)

Obstetrics Ⅰ

임신․출산의 생리현상과 이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질병의 한의학적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연구한다.

Physiological phenomena of pregnancy, procreation and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nd prevention of 

diseases.

● 산과학Ⅱ(505891)

Obstetrics Ⅱ

임신․출산의 생리현상과 이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질병의 한의학적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연구한다.

Physiological phenomena of pregnancy, procreation and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nd prevention of 

diseases.

● 소아과학및실습Ⅰ(505954)

Clinical Practice of Pediatrics Ⅰ

소아의 건강관리와 병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증상과 치료법을 한의학적으로 연구한다.

Illuminates physiology, pathology and diseases of children in Oriental medical terminologies.

● 소아과학및실습Ⅱ(505955)

Clinical Practice of Pediatrics Ⅱ

소아의 건강관리와 병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증상과 치료법을 한의학적으로 연구한다.

Illuminates physiology, pathology and diseases of children in Oriental medical terminologies.

● 신경정신과학및실습Ⅰ(505987)

Clinical Practice of Neuropsychiatry Ⅰ

정신질환 및 심인성 질환 등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use oriental medicines to treat neuropsychiatric diseases. we use classical methods such like acupuncture, 

moxibustion, consultation, and also some new therapeutic methods(i.e. aroma-therapy).

● 신경정신과학및실습Ⅱ(505988)

Clinical Practice of Neuropsychiatry Ⅱ

정신질환 및 심인성 질환 등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use oriental medicines to treat neuropsychiatric diseases. we use classical methods such like acupuncture, 

moxibustion, consultation, and also some new therapeutic methods(i.e. aroma-therapy).

● 신계내과학및실습Ⅰ(505990)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Urinary System) Ⅰ

비뇨기 및 생식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하고 치료,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kidney and urogenital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kidney, genital  and urinary diseases.

● 신계내과학및실습Ⅱ(505991)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Urinary System)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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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 및 생식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하고 치료,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kidney and urogenital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kidney, genital  and urinary diseases.

● 심계내과학및실습Ⅰ(505998)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Cardiac System) Ⅰ

심장 및 혈관계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cardiac and circular system)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cardiac and circular diseases.)

● 심계내과학및실습Ⅱ(505999)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Cardiac System) Ⅱ

심장 및 혈관계에 수반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cardiac and circular system)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cardiac and circular diseases.)

● 안이비인후과학및실습Ⅰ(506006)

Clinical Practice of Oriental Otorhinolaryngology Ⅰ

눈, 코, 귀, 인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wake a study and do practice of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bout every diseases occuring in the eye, the nose, the ear and the throat

● 안이비인후과학및실습Ⅱ(506007)

Clinical Practice of Oriental Otorhinolaryngology Ⅱ

눈, 코, 귀, 인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wake a study and do practice of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bout every diseases occuring in the eye, the nose, the ear and the throat

● 재활의학과학및실습Ⅰ(506119)

Clinical Practice of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Ⅰ

한방 재활 의학의 개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한방 재활 의학과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Let to know the concepts and objects of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Learning  diagnoses and treatments of various 

diseases( nervous system disorder, joint & spine disease , chronic pain).

● 재활의학과학및실습Ⅱ(506120)

Clinical Practice of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Ⅱ

한방 재활 의학의 개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한방 재활 의학과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Let to know the concepts and objects of th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Learning  diagnoses and treatments of various 

diseases( nervous system disorder, joint & spine disease , chronic pain).

● 조직학및실습Ⅰ(506146)

Histology and Lab.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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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학총론에 대해 교수와 더불어 각 기관계에 대한 미세구조를 살펴보아 정상 조직․세포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을 학습함과 동시에 실습을 통하여 정상구조에 대한 정확한 기술 능력을 키우고 병리적 구조적 변화 이해를 

돕는다.

This unit of study concerns the principles of Histology - an study of the structure of cells, tissues and organ systems on 

the light and electron microscopic levels. Histology course covers the concepts of the primary tissues of the human body 

and the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ll kinds of human organs. This course also focus on practical 

applications of histological techniques and analysis for clinically relevant oriental medicine.

● 조직학및실습Ⅱ(506147)

Histology and Lab. Ⅱ

육안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학총론에 대해 교수와 더불어 각 기관계에 대한 미세구조를 살펴보아 정상 조직․세포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을 학습함과 동시에 실습을 통하여 정상구조에 대한 정확한 기술 능력을 키우고 병리적 구조적 변화 이해를 

돕는다.

This unit of study concerns the principles of Histology - an study of the structure of cells, tissues and organ systems on 

the light and electron microscopic levels. Histology course covers the concepts of the primary tissues of the human body 

and the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ll kinds of human organs. This course also focus on practical 

applications of histological techniques and analysis for clinically relevant oriental medicine.

● 추나학Ⅰ(506199)

CHUNA (Oriental Osteopathy) Ⅰ

동의학적 물리치료 방법의 하나인 추나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법을 연구한다.

How to cure bone diseases using CHUNA(Oriental Osteopathy), one of the Oriental medical physiotherapies.

● 추나학Ⅱ(506200)

CHUNA (Oriental Osteopathy) Ⅱ

동의학적 물리치료 방법의 하나인 추나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법을 연구한다.

How to cure bone diseases using CHUNA(Oriental Osteopathy), one of the Oriental medical physiotherapies.

● 침구과학및실습Ⅰ(506201)

Clinical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Ⅰ

침구의 실제 조작법을 공부한 후 학부 1, 2학년에서 배운 경혈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임상 각과에 응용하는 치료법을 

실습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The aim of education is to practice applicable therapy of actually clinic department, and  to have confidence after learning 

actual operating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upon pointologic knowledges which were learned at first and 

second grade.

● 침구과학및실습Ⅱ(506202)

Clinical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Ⅱ

침구의 실제 조작법을 공부한 후 학부 1, 2학년에서 배운 경혈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임상 각과에 응용하는 치료법을 

실습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The aim of education is to practice applicable therapy of actually clinic department, and  to have confidence after learning 

actual operating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upon pointologic knowledges which were learned at first and 

second grade.

● 폐계내과학및실습Ⅰ(506235)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Respiratory System) Ⅰ

폐 및 호흡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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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lung and respiratory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ung and respiratory diseases.

● 폐계내과학및실습Ⅱ(506236)

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Respiratory System) Ⅱ

폐 및 호흡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예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exposure to wide-ranging aspects of lung and respiratory systems 

through attendance at departmental lectures and clinical practices. The curriculum will be focused on Oriental medicine 

and its treatment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alities of patients with lung and respiratory diseases.

● 피부외과학및실습Ⅰ(506252)

Clinical Practice of Oriental Surgery and Dermatology Ⅰ

인체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wake a study and do practice of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bout every diseases occuring in the skin

● 피부외과학및실습Ⅱ(506253)

Clinical Practice of Oriental Surgery and Dermatology Ⅱ

인체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We wake a study and do practice of oriental

medical  causes, symptoms, treatments about every diseases occuring in the skin

● 한방생리학실습Ⅰ(507367)

Oriental Physiology Lab.Ⅰ

인체 내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외부 환경인자의 자극에 대한 인체의 적응, 조절기능과 생명현상의 기전을 여러 가지 실험 환경을 

조성하여 이해하고 또한 실험모델을 이용한 실습을 통해 생리학적 현상을 관찰하여 구조와 기능에 대한 관계와 인체 생리의 기전을 

이해한다.

In Oriental medicine, Physiology laboratory treats physiological adaptations/regulations to maintain a constant internal 

environment regardless of varying external conditions. It also includes diverse experiments to understand relation of 

structures and functions and life phenomenon mechanism by observing physiological phenomenon using various 

laboratory models.

● 한방생리학실습Ⅱ(507368)

Oriental Physiology Lab.Ⅱ

인체 내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외부 환경인자의 자극에 대한 인체의 적응, 조절기능과 생명현상의 기전을 여러 가지 실험 환경을 

조성하여 이해하고 또한 실험모델을 이용한 실습을 통해 생리학적 현상을 관찰하여 구조와 기능에 대한 관계와 인체 생리의 기전을 

이해한다.

In Oriental medicine, Physiology laboratory treats physiological adaptations/regulations to maintain a constant internal 

environment regardless of varying external conditions. It also includes diverse experiments to understand relation of 

structures and functions and life phenomenon mechanism by observing physiological phenomenon using various 

laboratory models.

● 진단학실습Ⅰ(507369)

Oriental Diagnostics Lab.Ⅰ

사진 실습

망진 전신형태 실습

맥진 실습

맥상기를 활용한 진단표준 연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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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 methods of diagnosis inspection, examination by the eye inspection of the physical build pulse feeling study on the 

pulse shape mechanism and analysis method for diagnose.

● 진단학실습Ⅱ(507370)

Oriental Diagnostics Lab.Ⅱ

사진 실습

망진 전신형태 실습

맥진 실습

맥상기를 활용한 진단표준 연구 실습

the four methods of diagnosis inspection, examination by the eye inspection of the physical build pulse feeling study on the 

pulse shape mechanism and analysis method for diagnose.

● 경락경혈학Ⅰ(508095)

Meridian ＆ AcupointⅠ

각 경락계통의 순행과 작용을 이해하고 경혈의 부위와 혈성 및 주치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of study is concerned to understand circulation and function of each meridian system, and to study the 

location, property and chief virtue of acupoint.

● 경락경혈학Ⅱ(508096)

Meridian ＆ AcupointⅡ

각 경락계통의 순행과 작용을 이해하고 경혈의 부위와 혈성 및 주치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of study is concerned to understand circulation and function of each meridian system, and to study the 

location, property and chief virtue of acupoint.

● 경락경혈학Ⅲ(508097)

Meridian ＆ AcupointⅢ

각 경락계통의 순행과 작용을 이해하고 경혈의 부위와 혈성 및 주치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of study is concerned to understand circulation and function of each meridian system, and to study the 

location, property and chief virtue of acupoint.

● 경락경혈학실습Ⅰ(508098)

Practice of Meridian ＆ AcupointⅠ

경락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혈 자극을 통해 침구 임상의 기초를 확립한다.

This course of study is concerned to confirm practical use of meridian in diagnosis and cure, and to establish clinical 

basis of acupuncture & moxibustion by correct stimulation of acupoint.

● 경락경혈학실습Ⅱ(508099)

Practice of Meridian ＆ AcupointⅡ

경락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혈 자극을 통해 침구 임상의 기초를 확립한다.

This course of study is concerned to confirm practical use of meridian in diagnosis and cure, and to establish clinical 

basis of acupuncture & moxibustion by correct stimulation of acupoint.

● 경락경혈학실습Ⅲ(508100)

Practice of Meridian ＆ AcupointⅢ

경락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혈 자극을 통해 침구 임상의 기초를 확립한다.

This course of study is concerned to confirm practical use of meridian in diagnosis and cure, and to establish clinical 

basis of acupuncture & moxibustion by correct stimulation of acu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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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교과목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외에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새로운 기법 및 치료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응용에 대해 실습을 

수행한다.

In addition to the contents that can be learned in the curriculum course, the lecture on the new technique and the treatment 

method that is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and the application are practiced.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교과목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외에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새로운 기법 및 치료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응용에 대해 실습을 

수행한다.

In addition to the contents that can be learned in the curriculum course, the lecture on the new technique and the treatment 

method that is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and the application are prac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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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IT Convergence College of Components and Materials Engineering)

유무선 정보통신 기술, 부품소재산업, 디자인 감각을 융합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혁신적 신산업에 앞장서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은 2017년 2월 기계자동차로봇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그리고 디자인공학부로 

구성하여, 입학 정원 총540명으로 출범하였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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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신소재공학부 (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 전공핵심

● 일반물리및실험(300065)

General Physics and Laboratory

일반물리학 및 실험은 이공계열 학생에게 자연과학의 기초 원리와 과학적 사고 및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문명을 이룩하는데 

원동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 신소재공학 

전공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 is a very important subject to make progress modern scientific civilization for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and the scientific concept. This subject enables students to 

understand systematically basic concept of physics and to apply to new materials engineering.

● 일반화학및실험(300076)

General Chemistry and Laboratory

일반화학 Ⅰ․Ⅱ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실험에 적용시켜 이해를 돕고, 화학에 관련된 실험수행에 필요한 기본테크닉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actice lab work and improve experimental skills for chemistry and the related subjects.

● 재료과학개론Ⅰ(400813)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Ⅰ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 재료들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공업 재료의 미세구조와 성질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성질 변화의 원인을 고찰하여  필요한 성질을 가진 재료 개발의 기초 원리를 배운다.

This lecture surveys the fundamental theory on the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metals, ceramics and polymers, and 

fundamental principles for developing new functional material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engineering materials

● 재료과학개론Ⅱ(400814)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Ⅱ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 재료들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공업 재료의 미세구조와 성질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성질 변화의 원인을 고찰하여 필요한 성질을 가진 재료 개발의 기초 원리를 배운다.

This lecture surveys the fundamental theory on the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metals, ceramics and polymers, and 

fundamental principles for developing new functional material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engineering materials.

● 3D프린팅(401496)

3D printing Practice

본 과정은 3D 프린팅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에게 공학분야에서 3D 프린팅의 활용을 위한 기본 원리, 

프로세스, 제조 응용 등을 교육하고, 3D 프린팅 실습 과제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교육에 3D 프린팅 이해와 응용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Pursues to educate theory and practice of 3D printing technology. Studies basic principle, process and manufacturing 

application for the utilization of 3D printing in the engineering areas. Drives 

the improvement for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bility of 3D printing in the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through a 

practical task.

● ICT융합기술론(401500)

ICT Conver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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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창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ICT융합기술의 핵심기술들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빌리티서비스 등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와해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작용함을 이해하고, 융합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을 재조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delivers the concept of ICT convergence core technology to students, which make a fundamental change to 

the value creation process of product and service.

Understanding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Mobility service as disruptive technology leading the paradigm shift of 

industry, students can have more improved insight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convergence.

● 산업체탐색(401554)

Industry Research

산업 전반의 이해와 특정 분야 산업체의 특징을 사전에 파악한 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Students understand current industrial trend and a specific company. They do the research before and after visiting.

● 코너스톤디자인(401601)

Cornerstone Design

공학인이 갖추어야 할 융합 소양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론 강의와 작품 설계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공학인의 정의 및 필요한 능력, 제안서 및 기술 보고서 쓰는 법, 프로젝트 추진법, 팀워크를 통한 공동개발법 등을 경험하고 

공부한다.

Constitutes theoretical lecture and design experiment for improving the basic accomplishments of academic convergence 

and creative design abilities as an engineer. Introduces the writing methods of proposals and technical reports. 

Experiences the drive idea of projects and cooperative developments.

◎ 전공심화

● 신소재공학개론(300259)

Introduction to Materials Engineering

이 과정은 학생들이 물리와 신소재공학을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역학, 원자와 결정구조, 신소재의 

기계적 전자적 물성, 각종 물성의 측정법, 압력과 온도의 개념, 유체와 고체간의 상태 변화, 음파 및  자기적 성질의 응용에 대하여 

배운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help students bridge physics and materials engineering. Students learn mechanics, atomic and 

crystal structure, mechanical and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test methods, basic concept of pressure and 

temperature, change of state between fluid and solid, sonic and magnetic applications.

● 기기분석학(500750)

Instrumental Analysis

정밀 공작기계 등을 포함한 정밀 제어시스템의 이론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기능과 기본공작 기술을 습득한다.

Operating principles of precision control systems including precision machine tool are understood and how to deal with the 

systems or the machines is acquired through this course.

● 재료열역학(503203)

Materials Thermodynamics

열역학 1, 2, 3법칙, 보조함수, 1성분계에서의 상평형, 가스의 반응 등을 다루며 실제로 다양한 재료의 제조 및 공정에 열역학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Laws of thermodynamics and their application, auxiliary functions, phase equilibria in a one-component system, the 

behavior of gases are covered in this course.

● 재료상변태(508521)

Phase Transformations i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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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적으로 온도와 압력, 조성에 따라 어떻게 재료의 상이 변하는지 이해함. 시간을 고려하여 비평형 상태에 대한 KINETIC 현상 

이해

Students understand how temperature, pressure and composition change phases of materials. Kinetics make students 

understand relations between nonequilibrium states and time.

● 수학의활용(509807)

Mathematics for materials engineering.

신소재공학의 제반원리를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결정구조분석을 위한 삼각함수와 벡터,

 추상적 열역학함수를 측정가능한 변수로 표현시키는 편미분계수,

 재료반응 설계를 위한 맬서스 모델 미분방정식을 학습한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시스템변화를 추론할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covers mathematical modeling for materials engineering. Students learn vectors to analyze crystal structur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to understand  abstract thermodynamic functions and Malthus model equation to design 

material reactions. Students can be  interfere  changes of materials by mathematical modeling.

● 신소재공학및실험(509845)

Materials Engineering and Laboratary

공학재료와 관련된 이론현상, 공정, 물리적, 기계적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실험을 위한 이론을 다루고, 금속, 세라믹, 폴리머 재료의 

시편준비법, 금속현미경조직관찰, 경도측정법을 실습하여 재료강도와 미세조직과의 관련성을 배우며, 인장실험, 크리프실험, 

충격시험, 압연실험 등을 통하여 재료의 강도특성 등을 실험하여 익힌다.

Lecture on the theory specifically related with experimental works will b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theory, 

phenomenon, process and physical mechanical properties of engineering materials.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e and material strength will be covered by practise the specimen preparation, 

metallographic observation and hardness measurement after hardenability test of steels. Strength properties of materials 

will be discussed by the tensile test, creep test, Charpy impact test, cold rolling test etc.

● 재료과학개론Ⅲ(509951)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III

전기전자분야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재료의 미세구조와 성질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성질 변화의 원인을 고찰하여 필요한 성질을 가진 재료 개발의 기초 원리를 배운다.

This lecture surveys the fundamental theory on the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materials useful in electronics and 

optoelectronics, and fundamental principles for developing new functional material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erials.

● 재료물리(509952)

Material physics

결정구조와 원자들의 결합원리 및 띠 구조를 이해하고, 도체, 반도체, 유전체 및 자성체의 광학적, 전기적 및 자기적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첨단 재료 산업에 필요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This subject helps understanding of students about the crystal structure, the atomic combination principle and the band 

structure. Furthermore, students realize optical, electric and magnetic properties of conductor, a semiconductor, a dielectric 

substance and a magnetic substance. The complete of this lecture builds up background knowledge required to develop for 

material industry and improve ability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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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금속소재공학(IT Convergence College of  Components and Materials Engineering/Metallurgical & Materials Engineering Major)

신소재공학부는 기초과학 및 금속재료, 소재공정, 나노재료, 전자재료, 첨단부품소재를 포함한 신소재공학의 전반적인 이론 및 

응용 기술과 실기를 교육하고, 설계와 해석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현장 적응 능력을 함양하여 관련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창의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산업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국제경쟁력 있는 

신소재공학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94년 재료공학과로 신설(정원 40명) 

1995년 입학정원 70명으로 증가

1999년 신소재공학과로 명칭 변경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와 함께 신소재-화학-환경 공학부로 개편)

2000년 신소재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2003년 21세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부응하여 신소재공학과가 재료금속공학전공과 정보소재공학전공으로 구성된 나노공학부로 

확대.개편

2005년 12월 나노공학부에서 신소재공학과와 나노공학과로 분리

2009년 나노공학과가 융합부품공학과로 명칭변경

2015년 신소재공학과와 융합부품공학과를 통합하여 신소재공학과 (정원80명) 으로 변경

2016년 신소재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2017년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에서 IT융합부품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소재공학(정원80명), 고분자소재공학(정원40명), 

전기전자소재공학(정원40명)] 3개전공으로 확대.개편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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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금속소재공학 (IT Convergence College of  Components and Materials 
Engineering/Metallurgical & Materials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결정구조및X-선회절(500231)

Crystal Structure & X-ray Diffraction

결정격자, 결정의 대칭 등의 기본 개념과 X-선 회절 이론, X-선 발생장치의 원리를 이해하여 미지의 재료를 분석해 낸다.

We try to understand the atomic -scale of structure of solids, emphasizing crystalline solids. Fundamental theory of X-ray 

diffraction is covered in this course. The experimental techniques used to determine crystal structure are introduced. How 

to apply these techniques to solve a variety of problems encountered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 비철금속(501705)

Nonferrous Alloys

비철금속의 야금학적 원리, 제조공정, 산업적응용등이 다뤄져서 수강자들이 비철금속을 이용한 공업제품의 설계 및 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동,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니켈 및 고융점 금속을 주로 다룬다.

Metallurgical principles, manufacturing processes and industrial application are presented, students are expected to design 

apply and manufacture the products using non-ferrous alloys copper, aluminum, magnesium, titanium, nickel, refactory 

metals and their alloys are the major topics.

● 재료강도학(503176)

Materials Strength

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대한 기본이론 소개 및 그 응용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성 및 소성이론, 전위론, 재료의 강화기구, 

피로, 파괴, 크리프 등이 있다.

An introduction to the macroscopic theory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its application. Topics include elastic and plastic 

theory, dislocation theory, strengthening mechanisms, fatigue, fracture and creep.

● 재료분석학(503191)

Materials Characterization

기계 부품소재의 파손원인 분석 방법, 화학조성과 미세조직의 분석에 필요한 광학형미경,  X-ray 회절,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과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법(ICP), 발광분광분석, 전위차분석법 등의 분석장치에 대한 소개를 한다.

Introduce the methods of materials failure analysis for mechanical components and the characterizations of microstructure 

and composition analysis equipments such as optical microscopy, X-ray diffrac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Induction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Potentiometry etc.

● 재료선정및응용(503192)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Engineering Materials

공학소재의 여러 물성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 사용단계별 환경을 고려한 재료선정 및 응용에 관해 학습한다.

Application of engineering materials will be covered conside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with material proertise 

and characteristics.

● 재료접합(503206)

Materials Joining

공업제품, 대형 구조물 등의 접합과 관련된 기계적 체결, 연납적, 경납적, 접착제 접합, 용접의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용접 야금과 관련된 이론과 다양한 용접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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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machanical fastening, soldering, brazing, adhesive bonding and welding metallurgy and 

theories related with various welding processes and metals are also presented.

● 금속표면공학(505328)

Surface Engineering for Metals

금속재료의 내식, 내마모 및 내피로강도의 향상을 위해 재료의 표면경화처리기술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익힌다. 특히 진공 기술, 

플라즈마의 발생, 플라즈마 이온질화, PVD(Sputter)를 이용한 TiN Coating에 대한 기본 이론을 습득한다. 생성된 표면경화층 및 

코팅층의 미세조직, 내마모성질 등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배운다.

Fundamental techniques to enhance surface properties such as corrosion resistance, wear resiatance, fatigue strength are 

introduced. Particularly, this course covers vacuun technology, generation of plasma, plasma ion nitriding, PVD coating. 

The characterization techniques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surface hardened layer are discussed.

● 철강재료학(505329)

Ferrous Materials

금속재료의 기본이 되는 철강재료의 기본 특성을 배우고,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리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상변태, 열처리에 대한 

이론과 응용분야가 다루어진다.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ferrous materials as a basic one of metallic material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echanical, physical properties and the microstructure will be discussed. A principal and the 

application of  the phase transformation, including heat treatment, will be covered.

● 금속조직학(505755)

Fundamental Theory of Metals

금속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 및 기초 지식을 이해시킨다. 금속재료의 결정구조, 금속의 응고과정과 그 

조직, 상평형과 상태도, Fe-C계 상태도와 이에 나타나는 조직, 금속과 합금의 조직생성에 미치는 가공과 처리의 영향, 철과 철합금, 

기술적 비철금속과 그 합금 조직등을 다룬다.

Crystal structure, solidification and microstructure, phase equlibria and phase diagram, Fe-C phase diagram for metallic 

systems, Iron-Carbon alloy system, and  the influence of plastic deformation of microstructure of alloy  steel are topics of 

this coure.

● 소성가공학(506958)

Plastic Deformation and Metal Forming

금속재료의 제조시 수반되는 압연, 단조, 압출, 인발, 판재성형공정에 대한 원리 및 여러 해석적 기법을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속재료의 소성가공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eories and analytical methods for plastic deformation such as rolling, forging, extrusion, drawing, sheet metal forming 

etc. are presented for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plastic deformation technology in metallic materials.

● 응고및주조(506969)

Solidification and Casting

금속의 응고 시 수반되는 제 현상과 이론을 다루며, 핵생성 및 성장 Kinetics, 용질분포, 응고조직, 응고 시 결함 발생, 급속 응고, 

연속 주조와 관련된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응고공정 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olidification of metals are presented. Kinetics of nucleation and nuclei growth, solute distribution, solidification 

structure, defects forming rapid solidification and continuous casting are the major topics. Based on the fundamental 

theories, new solidification processing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 금속열처리공학(507042)

Heat Treatment of Metals

열처리의 기초이론과 최신의 열처리기술을 배우며, 실제 열처리 결함과 관련된 문제점과 종류와 그 해결방법 등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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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the various problems related heat-treatment defects in field and achieve its solution methods by learning the 

basic theory and recent technique about heat-treatment.

● 제철제강학(507083)

Iron and Steel Making

고로 내에서 발생하는 제철 반응의 기본이론 과 물리화학적 원리 및 이렇게 만들어진 쇳물에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법 

등을 소개한다. 철강제련의 각 공정을 원료의 예비처리, 제철설비, 고로 조업기술, 제철반응의 기본이론, 용선의 제강 전처리, 전로 

제강법과 전기로 제강, 제강반응의 기본이론, 탈산 및 조괴, 연속주조법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특수제철법과 합금철 

제조법도 아울러 소개한다.

Physical chemistry principles of blast furnace and direct reduction production of iron and refining of iron to steel. 

Discussion of raw materials, productivity, impurity removal, deoxidation, alloy additions, and ladle metallurgy.

● 금속재료실험(509625)

Metallic Materials Laboratory

강의 경화능 시험을 통하여 금속의 시편준비법, 금속현미경조직관찰, 경도측정법을 실습하여 재료강도와 미세조직과의 관련성을 

배우며, 인장실험, 크리프실험, 충격시험, 압연실험, 재결정 및 열처리실험 등을 통하여 재료의 강도특성 등을 실험하여 익힌다.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e and material strength will be covered by practise the specimen preparation, 

metallographic observation and hardness measurement after hardenability test of steels. Strength properties of materials 

will be discussed by the tensile test, creep test, Charpy impact test, cold rolling test, recrystallization and heat treatment 

test etc.

● 뿌리기술실무Ⅰ(509751)

Advanced metal process engineering I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이 6대 뿌리기술로서 최근 산업체에서 첨단화 매우 중요한 

중간공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소재를 가공 및 처리 하는 첨단 뿌리 공정기술에 대하여 최근 기업의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금속소재의 물성과의 관계에 대한 기초 원리를 배운다.

This lecture surveys the advanced metal process engineering theory, which is called Ppuri technology, on the advanced 

technology being used extensively by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students will lear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l 

properties and advanced ppuri technology using various tools and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industries.

● 뿌리기술실무Ⅱ(509752)

Practical Work for Basic Technology II

열처리와 용접 및 소성가공 분야의 산업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의 열처리기술 및 열처리 결함, 최신의 용접과 접합 공정기술 

및 용접결함, 그리고, 압연, 단조, 압출, 인발, 판재성형공정 등의 최신 소성가공기술 및 가공결함과 각각의 분야에서의 결함 

해결방법 등의 소개를 통하여, 학생들이 금속재료의 열처리, 용접과 소성가공기술의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Introduce by inviting industry experts in heat treatment and welding and plastic processing sector, the latest heat treatment 

technology and heat treatment defects, the latest welding and bonding process technology and welding defects, and, 

rolling, forging, extrusion, drawing, sheet metal forming process and plastic processing defec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esolution and processing defects in each field, students could apply to the technologies of a heat treatment, on-site 

welding and working of the plastic processing of metal materials.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재료공정학(50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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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ic Materials Manufacturing Process

금속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각종 기계부품을 만드는 주조, 용접, 소성 가공 등의 공정에 대한 이론과 각 공정에서 최종 금속부품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다룬다.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of metallic materials starting from raw materials to valuable mechanical components and 

important parameters affecting final products's properties: topics include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casting, 

welding, materials shaping etc.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Major Capstone Design

본 과목은 신소재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재료설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기존의 지식들을 이용하여 팀 구성원들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설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각의 팀 멤버는 신소재의 설계 시 요구된 필요조건에 

맞추어 필요한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의 과정을 전 학년에 걸쳐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최적의 설계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설계의 과정에서 침원 간의 의사전달 및 결정을 수행하는 경험을 쌓고 또한 의사소통 및 발표능력도 

향상시키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 design process that includes open-ended problem solving and team work integrated with the use 

of knowledge as tools to solve materials engineering problems. Each team has an assigned topic material. Team 

mambers need to use knowledges from student's previous course work and build ability to design system, elements, and 

process to complete their assigned topic material. Team assess engineering ethics, group dynamics and time 

management with respect to decision making as well as presentation. The course emphasizes written technical 

communications and introduces oral presentations.

● 전기화학및부방식(509964)

Electrochemostry Corrosion and anticorrosion

산업의 발전에 딸라 금속재료의 부식은 환경 및 자원의 활용뿐 아니라, 장치물의 안전성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부식의 기구와 진행 형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지책의 원리를 다룬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금속의 산화와 

환원, 전극전위, Pourbaix diagram, 부식속도론 (분극과 과전압, 활성화 분극, 농도 분극, 부식 전위, 혼합 전위), 부동태막, 농도차 

전지, 부식의 유형에 따른 분류, 부식속도 측정법, 부식의 방지책 (양극, 음극방식) 고온부식.

Corrosion problems are becoming important in environmental and energy saving, as well as in safety in the future. In this 

course, based on the corrosion mechanism and the principles of various 

corrosion protection methods, topics includes : oxidation and reduction reaction , electrode potential, Pourbaix diagram, 

corrosion kinetics (polarization and overpotential, activation polarization, concentration polarization, corrosion potential, 

mixed potential) , passivation, concentration cell, corrosion modes, corrosion rate, corrosion prevention (cathodic, anodic 

prevention), high temperature corrosion etc.

● 첨단금속소재(510002)

Advanced metallic materials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첨단 금속소재 공학의 역할과, 생체재료, 에너지 재료, 자성재료, 내열재료 등의 연구분야 소개와 

전반적인 특성 및 원리들을 공부한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role of advanced metallic materials for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s. Properties and principles 

of Bio materials, Energy materials, Magnetic materials, and Heat-resisting materials will be treated in greater depth.

● 확산과상변태(510077)

Diffusion and phase transforming

엔지니어링 재료의 제작에 공통되는 기본개념과 그 응용을 다룬다. 기본개념으로는 확산, 반응속도론, 재결정, 핵생성과 성장, 

석출물, 재료의 정제등이 있으며, 응용분야로는 단결정, 박막, 소결, 침탄, 응고, 비정질 재료 및 합금의 제작과 물성의 제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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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rse dealing with the basic concepts common to the engineering materials. They are diffusion, reaction rate theory, 

recrystallization, nucleation and growth, precipication, phase transformation, materials purification. Applications of these 

will be made to the production and fabrication of the single crystals, thin films, sintered materials, carburizing, directionally 

solidified solids, amorphous substances an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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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고분자소재공학(Polymeric Materials Engineering Major)

● 고분자 기술 공학인으로서 필요한 기술지식과 설계 능력 배양

● 지역 산업과 신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창의적 사과와 공학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능력 함양

■ 교육목표

1993년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신설

1998년 신소재•화학•환경공학부의 신소재공학전공으로 학과 및 전공명 변경

2002년 신소재•화학•환경공학부의 신소재공학전공이 나노공학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2005년 나노공학부가 나노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로 개편

2009년 나노공학과를 융합부품공학과로 명칭 변경

2016년 융합부품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가 신소재공학과로 통합 

2017년 공과대학에서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신소재공학과가 신소재공학부로 개편되며 고분자소재공학전공 신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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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고분자소재공학 (Polymeric Materials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유기고분자화학(507197)

Polymer Chemistry

유기소재의 기본적 화학 및 합성기초를 학습하고, 화학적 구조-성질의 관계와 반응기구를 이해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undamentals of organic chemistry and organic synthesis. Students will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hemical structures and properties, as well as the mechanism of chemical reaction.

● 고분자가공(507989)

Polymer Procwssing

고분자는 다양한 가공방법으로 형상화한다. 형상화된 재료의 특성은 가공방법 및 가공조건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본 강좌에서는 

최적의 특성 발현을 위한 가공-구조-물성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강의한다.

Polymer is featured by various processing methods, whose properties are significantly changed with processing method 

and processing condition. Therefore, relationships between processing-structure-property are studied in the course.

● 고분자물리(509584)

Polymeric physics

본 교과에서는 고분자의 열역학적인 거동을 기초로 하여, 고분자 사슬의 연쇄구조, 형태 및 크기의 결정방법, 고분자 용액의 

열역학, 고분자 분자량 개념, 평균분자량의 측정방법, 상분리 거동, 다성분계 고분자 시스템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structure for the polymer thermodynamics are studied/included in contents such as 

evaluation of polymeric chain structure/morphology/crystal size, thermodynamics in polymer solution, the concept of 

polymeric molecular weight, measurement method for mean Mw, behavior of phase separation and polymeric system for 

multi-components.

● 고분자분석(509585)

Polymer Analysis

고분자소재의 분석이론과 분석방법을 학습하고, 고분자의 화학적 구조와 특성을 실제 분석결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Students study the polymer analysis and methods, and understand the analysis techniques of the data taken from the 

polymer samples.

● 고분자재료실험Ⅰ(509587)

Polymeric materials Testing and Practice 1

고분자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장시험, 충격시험, 굽힘시험, 경도시험과 자분탐상, 침투탐상, 초음파탐상 등 각종 

재료시험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응용에 대하여 배운다.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주어진 표준에 따라 시험편의 준비와 

테스트를 위한 절차서와 작업지시서 등을 스스로 작성 할 수 있게 된다.

Students learn basic concept and process of various polymeric materials testing methods, such as tensile, impact, 

bending and hardness testing, magnetic particle testing, penetration testing and ultrasonic testing to evaluate mechanical 

properties. They will be able to write procedure and instructions for preparing samples and testing materials according to 

the given standards.

● 고분자재료실험Ⅱ(509588)

Polymeric materials Testing and Prac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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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재료의 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리전이온도점, 융점, 멜트인덱스, 열분해온도, 연화점 및 비열량 등 각종 열적 

재료시험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응용에 대하여 배운다.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주어진 표준에 따라 시험편의 준비와 

테스트를 위한 절차서와 작업지시서 등을 스스로 작성 할 수 있게 된다.

To evaluate thermal properties of polymeric material. students learn basic concept and process of various polymeric 

materials testing methods, such as Tg measurement, melting point measurement, melt index (MI) measurement, 

decomposition temperature measurement and specific calorimeter measurement, They will be able to write procedure and 

instructions for preparing samples and testing materials according to the given standards.

● 고분자전자소재(509589)

Electronic Polymers

다양한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발현 원리를 학습하고, 전자소재로의 응용기술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electronic polymers characteristics, and their electronic applications.

● 고분자합성(509590)

Polymeric synthesis

본 교과에서는 고분자화학의 원리, 각종 중합 반응의 반응속도 및 반응기구, 고분자의 합성법 등을 강의하며 계단중합, 공중합, 

개환중합, 입체특이성중합, 고분자의 반응 등을 포함한다.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polymer of synthetic method are studied/included in contents such as chemical principle 

of polymer, chemical kinetics / mechanism and various synthetic technologies (eg., step polymerization, 

copolymerization, ring-opening polymerization, stereo-chemistry polymerization, polymeric reaction)

● 고분자환경기술(509591)

Polymeric synthesis

본 교과에서는 고분자화학의 원리, 각종 중합 반응의 반응속도 및 반응기구, 고분자의 합성법 등을 강의하며 계단중합, 공중합, 

개환중합, 입체특이성중합, 고분자의 반응 등을 포함한다.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polymer of synthetic method are studied/included in contents such as chemical principle 

of polymer, chemical kinetics / mechanism and various synthetic technologies (eg., step polymerization, 

copolymerization, ring-opening polymerization, stereo-chemistry polymerization, polymeric reaction)

● 공기청정재료공학(509596)

Polymeric synthesis

본 교과에서는 고분자화학의 원리, 각종 중합 반응의 반응속도 및 반응기구, 고분자의 합성법 등을 강의하며 계단중합, 공중합, 

개환중합, 입체특이성중합, 고분자의 반응 등을 포함한다.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polymer of synthetic method are studied/included in contents such as chemical principle 

of polymer, chemical kinetics / mechanism and various synthetic technologies (eg., step polymerization, 

copolymerization, ring-opening polymerization, stereo-chemistry polymerization, polymeric reaction)

● 기능성고분자가공(509631)

Functional Polymer Processing

고분자 및 유기물 기능소재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로부터 산업현장의 실무적인 최신소재가공기술을 배운다. 제조현장의 공정기술과 

전공이론지식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유기 및 고분자소재가공의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learn the practical materials processig techniques from the industry experts in the field of polymer and organics 

materials. Student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ing techniques of industry field and the theoritical 

knowledge. Students also grow the practical on-site abilities of polymer processing.

● 복합소재공학(509728)

Composite Materials Engineering

고분자 복합소재의 기초와 미세구조와 성질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다양한 응용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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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ill study the fundamentals of polymeric composite materials, and the relationship of microstructure-property. In 

addition, this course introduces the various application technologies of the polymeric composites.

● 복합소재응용(509729)

Composite Materials Engineering

고분자 복합소재의 기초와 미세구조와 성질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다양한 응용기술을 소개한다.

Students will study the fundamentals of polymeric composite materials, and the relationship of microstructure-property. In 

addition, this course introduces the various application technologies of the polymeric composites.

● 분리소재공학(509740)

Material engineering for separation

본 교과에서는 상용화된 분리 고분자소재의 제조원리에 관하여 강의되어 지고, 특히 산업체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제조방법의 

원리를 터득하고 설계하게 된다.

Students deal with the principle of preparation in the commercialized-separation polymer in the course. Especially, the 

commercialized polymer for separation are designed with assistance of a industrial expert.

● 수처리재료공학(509806)

Material engineering for water treatment

본 교과에서는 수강생이 산업현장에 있어서 수처리에 사용되는 고분자의 합성기술 및 공정프로세스를 적용기술을 이해하고 

실직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In the course, students understand polymer-synthetic technology used in the water treatment / the  process of the practical 

industry and promote the practical design ability for the water treatment.

● 에너지재료(509861)

Materials for energy generation

에너지분야의 재료와 소자와 관련된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응용을 배운다. 특히 태양전지재료 및 원리, 연료전지 기초를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료를 에너지절약형 관점에서 깊게 토론될 것이다.

In the course, the principle /application of energy-related device and material are studied. Especially, the principle/basic 

concept for renewable energy (eg., solar cell, fuel cell) is discussed more deeply in the viewpoint of energy saving

● 유무기혼성소재(509902)

Organic-Inorganic Hybrid Materials

유기 및 무기소재의 혼성화합물의 제조와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의 응용을 소개한다.

Students study the prepa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c-inorganic hybrid materials. This course introduces the 

applications of the hybrid materials.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ence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만든다. 

제안서, 문헌조사, 제작,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진행한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Major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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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소재공학에서 재료설계와 응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기존의 지식들을 활용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팀구성원들은 설계의 필요조건에 맞추어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의 과정을 전 학년에 걸쳐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한다.

Students solve the material design and application problems of polymer engineering. Team members need to use the 

major knowledges to design system, elements, and process to complete their project topic.

● 전도성소재공학(509966)

Conductive Materials Engineering

전도성 유기물 및 고분자소재의 제조와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의 응용을 소개한다.

Students study the prepa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ductive organics and polymers. This course introduces the 

applications of these conductive materials.

● 코팅및박막소재(510015)

Coating and Thin Film Materials

고분자소재의 코팅 및 박막가공 공정의 기초를 학습하고, 고분자코팅과 박막의 분석기술을 소개한다.

Students study the fundamentals of the coatings and thin films prepared by polymers.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in film 

process and analysis techniques.

● 플라스틱공학(510038)

Plastic engineering

본 교과에서는 현재 사용화 되있는 범용성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공업적 제조방법과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industrial preparation/properties of the commercialized plastics for general-purpose and engineering plastics is 

studied in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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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전기전자소재공학(Electrical &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Major)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등의 전자재료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스마트 기기의 핵심부품소재에 관한 기초지식과 

응용기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미래의 스마트 사회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교육목표

1993년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신설

1998년 신소재•화학•환경공학부의 신소재공학전공으로 학과 및 전공명 변경

2002년 신소재•화학•환경공학부의 신소재공학전공이 나노공학부로 개편 및 명칭 변경

2005년 나노공학부가 나노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로 개편

2009년 나노공학과를 융합부품공학과로 명칭 변경

2016년 융합부품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가 신소재공학과로 통합 

2017년 공과대학에서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신소재공학과가 신소재공학부로 개편되며 전기전자소재공학전공 신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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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전기전자소재공학 (Electrical &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금속재료(500697)

Metal Materials

금속의 기본적인 물성, 결정구조, 합금상태도와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의 특성과 응용분야에 대해 배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properties and crystal structures of metals, phase diagrams of alloys, and the properties 

and applications of steel and nonferrous metals.

● 센서공학(502058)

Sensor Engineering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정확하고 안정된 구현을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변화 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소재 부품의 

구조, 원리, 제조, 응용 등에 대하여 배운다.

Students learn structures, principles, fabrication, and applications of transducers for accurate and stable IoT (internet of 

things) system. Transducers generate electrical signals from  physical, chemical or mechanical change.

● 전자회로(503414)

Electronic Circuits

도체 다이오드 동작원리 및 응용회로, BJT 동작원리 및 DC 바이어스회로, FET 동작원리 및 DC 바이어스회로, BJT+FET 복합회로 

등을 다룬다.

Introduces operation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semiconductor diode, operation principles and DC bias circuits of bipolar 

junction transistor(BJT), operation principles and DC bias circuits of field effect transistor(FET), combination circuits of BJT 

and FET, etc.

● 반도체공정(504788)

Semiconductor Fabrications

전기, 전기 공업에 널리 쓰이는 단결정 반도체 재료,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소자 원리와 제조 공정 및 용도에 대해 배운다.

Introduce about the principle, manufacturing process and of single-crystal and compound semi-conductor materials for 

electric and related industry.

● 박막공정및실습(505584)

Thin Film Process & Laboratory

스퍼터링법, 열 증발법, 화학적 증착법 등에 대한 박막 공정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이론과 실험을 수행한다.

A lecture and laboratory course dealing with process technology for films, such as sputtering, thermal evaporation, 

chemical deposition.

● 전기전자회로및실습(506125)

Electronic Circuit and Experiment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전기 전자소재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기·전자회로의 구성, 원리 및 분석방법에 관해 다룬다.

Structures, Operating principles and analysis of fundamental electrical and electronic circuits, which is necessary for 

design of electronic devices, are within the scope of this lecture.

● 나노재료(506915)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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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방된 재료와 구조들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과 그 특성들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응용에 

대해 배운다.

The lscture course dealing with the unique physical propertise of nanomaterials and nanostructures which are distinctively 

ditterent frim those of bulk, and their prospective application.

● 재료의기계적성질(508850)

Mechnical Property of Material

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대한 기본이론 소개 및 그 응용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성 및 소성이론, 전위론, 재료의 강화기구, 

피로, 파괴, 크리프 등이 있다.

This course covers the macroscopic theory of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Topics include 

elastic and plastic theory, dislocation theory, materials testing (tensile, fracture, fatigue etc), and strengthening 

mechanism.

● 에너지환경재료(509204)

Materials for Energy and Environment

에너지 환경 분야의 재료와 소자와 관련된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응용을 배운다. 태양전지 재료 및 원리를 포함하는 에너지 관련 

재료와 기술을 탐구하고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The course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the materials and devices related to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ir 

applications. Topics include materials for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cell.

● X선회절및분석(509555)

Analysis & X-ray Diffraction

결정격자, 결정의 대침 등의 기본 개념과 X-선 회절 이론, X-선 발생장치의 원리를 이해하여 미지의 재료를 분석해 낸다.

We try to understand the atomic-scale of structure of solids, emphasizing crystalline solids. Fundamental theory of X-ray 

diffraction is covered in this course. The experimental techniques used to determine crystal structure are introduces, How 

to apply these techniques to solve a variety of problems encountered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 디스플레이재료(509662)

Display Materials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종류 및 원리, 구조 및 제조공정에 대하여 소개한다.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LED(light emitting diode)등의 다양한 특성에 대하여 배운다.

Introduce about the principle, structure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various displays. Learns about various characteristics 

of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LED(light emitting diode).

● 배터리공학(509723)

Battery Engineering

배터리 동작의 이론 및 원리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양한 배터리의 종류 및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리튬계 2차전지, 납축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에 대한 특성에 대하여 배운다.

Introduce about the principle and theory of battery operation and explain various battery and their structure. Learns about 

various characteristics of lithium secondary cell battery, lead storage battery, fuel cell, solar cell.

● 세라믹재료(509789)

Ceramic Engineering

이 과목은 세라믹스의 구조, 상태도, 특성, 원료, 성형, 치밀화 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해 다룬다.

A lecture dealing with the structure, phase diagram, properties, raw materials, densification process, quality control of 

ceramic.

● 안전관리및실습(50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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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Management & Practice

전기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검사장비의 특성과 사용되는 에너지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되는 에너지의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를 학습한다.

We try to learn the fundamental theo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electronic components 

test equipment, and to study the safety contro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ergy which is used understa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ergy us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st equipment.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재료가공학(509949)

Plasticity of Materials

재료의 탄성과 소성거동, 고온변형거동, 파괴 및 피로현상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압연, 사출, 단조, 인발 등의 소성가공기술을 

배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orming techniques including rolling, injection molding, forging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elastic and plastic behavior, creep, fatigue, fracture of materials.

● 재료분석(509953)

Materials Characterization

재료의 주요특징인 조성과 미세구조의 분석에 필요한 광학현미경, X-ray 회절,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등과 IR을 비롯한 

분석 장치에 대한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Basic understanding of the microstructure and the composition analysis equipments such as optical microscopy, X-ray 

diffractomet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IR. Laboratories are also included.

● 전공실무외국어(509958)

Foreign Language for Engineers

전기전자재료 기술자가 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전공과 관련된 외국어를 배운다.

This course studies the foreign languages useful in the field of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Capstone Design

본 과목은 신소재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재료설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들을 이용하여 팀 구성원들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설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각의 팀 멤버는 신소재의 설계 시 요구된 필요조건에 

맞추어 필요한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의 과정을 전 학년에 걸쳐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설계의 과정에서 침원 간의 의사전달 및 결정을 수행하는 경험을 쌓고 또한 의사소통 및 발표능력도 

향상시키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 design process that includes open-ended problem solving and team work integrated with the use 

of knowledge as tools to solve materials engineering problems. Each team has an assigned topic material. Team 

members need to use knowledges from student's previous course work and build ability to design system, elements, and 

process to complete their assigned topic material. Team assess engineering ethics, group dynamics and time 

management with respect to decision making as well as presentation. The course emphasizes written technical 

communications and introduces oral presentations.

● 전자부품검사및실습(50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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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parts inspection & Practice

비파괴검사 원리를 이해하고 전기전자부품의 신뢰성 평가법을 실습하여 전기전자부품의 결함과 검사 적용과의 관련성을 학습하며,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전기전자부품의 품질 관리를 학습한다.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non-destructive testing and learn the relevance of  defect of electricity electronic 

components and application of inspection method according to practice a reliable evaluation of electricity electronic 

components, and Quality Management of the electricity electronic components will be discussed by the radiography test, 

ultrasonic test, etc.

● 첨단전자소재공학(510003)

Advanced electronics engineering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 공학의 역할과, 생체재료, 에너지 재료, 자성재료, 광학재료 등의 연구분야 소개와 

전반적인 특성 및 원리들을 공부한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role of advanced materials for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s. Properties and principles of Bio 

materials, Energy materials, Magnetic materials and Optical materials will be treated in greater depth.

● 표면및박막공학(510033)

Thin Film & Surface Process

금속, 세라믹, 반도체에서의 전기전도성을 이해하고 박막을 입히는 공정 및 미세전자 회로의 제조 공정을 다루며, 금속표면의 

이온질화 공정에 대해서도 배운다.

Electrical conduction in metals, semiconductors and ceramics thin film deposition technologies, microelectronics circuitry, 

ion nit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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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디자인공학부 (Division of Design Engineering)

◎ 전공핵심

● 작업설계및실습(401129)

Motion and Time Study

이 과정은 인간 작업의 물리학과 생리학에 중점을 둔다. 주제는 운반작업, 근육강도, EMG 그리고 신체적 일의 효율성을 다룬다

The course focuses on the physics and physiology of humans a work. Topics deals with manual materials handling, 

muscle strength and EMG and physical work capacity.

● 3D프린팅(401496)

3D Printing

본 과정은 3D 프린팅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에게 공학분야에서 3D 프린팅의 활용을 위한 기본 원리, 

프로세스, 제조 응용 등을 교육하고, 3D 프린팅 실습 과제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교육에 3D 프린팅 이해와 응용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Pursues to educate theory and practice of 3D printing technology. Studies basic principle, process and manufacturing 

application for the utilization of 3D printing in the engineering areas. Drives the improvement for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bility of 3D printing in the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through a practical task.

● ICT융합기술론(401500)

ICT Convergence Technology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창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ICT융합기술의 핵심기술들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빌리티서비스 등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와해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작용함을 

이해하고, 융합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을 재조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delivers the concept of ICT convergence core technology to students, which make a fundamental change to 

the value creation process of product and service. Understanding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Mobility service as 

disruptive technology leading the paradigm shift of industry, students can have more improved insight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convergence.

● 디자인커뮤니케이션및실습(401538)

Design Communication and Practice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디자인 기초지식 확립과 컴퓨터그래픽 및 프리젠테이션 툴 활용 방식에 대하여 교육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적 이론과 실제를 실습을 통해 탐구하며 궁극적으로 자신감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한다.

The design basic knowledge establishment about the students contacting for the first time and computer graphics and on 

the presentation tool application method educates the design. Based on this, the actuality for is searched through the actual 

training and the communication ability is cultivated through the presentation where there is ultimately the self confidence.

● 산업체탐색(401554)

Industry Research

산업 전반의 이해와 특정 분야 산업체의 특징을 사전에 파악한 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Students understand current industrial trend and a specific company. They do the research before and after visiting.

● 인간·시스템디자인개론(401582)

Introduction to Human·System Design

2017.02.21 15:18:591 / 4[Uca0402r]



학생들에게 인간 시스템 디자인 전공의 배경과 지향하는 바를 분야별로 소개함으로써 시스템 디자인 전공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강의한다, 인간공학, 산업심리학, 인체공학 등을 다룬다.

Students learn the background, the goal, and the various subjects  of the human system design major. Topics include 

ergonomics, industrial psychology, and anthropometry engineering.

● 제품디자인개론(401593)

Introduction to Product Design

전문 제품디자이너로 요구되는 기초 이론적 지식을 교육한다. 디자인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디자인의 종류, 분야를 알아본다. 

특히, 제품디자인에 대한 개요, 표현방법, 실제 등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서 제품디자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고 

제품디자이너의 역할과 기능, 책임과 윤리를 인식한다.

The basic theoretical knowledge and training required of professional product designers.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and the type of design, looks out the field. In particular, it recognizes the outline 

representation, role and function, responsibility and ethics as a systematic learning, such as the actual look at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value of the product design product designer for the product design.

● 코너스톤디자인(401601)

Cornerstone Design

공학인이 갖추어야 할 융합 소양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론 강의와 작품 설계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공학인의 정의 및 필요한 능력, 제안서 및 기술 보고서 쓰는 법, 프로젝트 추진법, 팀워크를 통한 공동개발법 등을 경험하고 

공부한다.

Constitutes theoretical lecture and design experiment for improving the basic accomplishments of academic convergence 

and creative design abilities as an engineer. Introduces the writing methods of proposals and technical reports. 

Experiences the drive idea of projects and cooperative developments.

◎ 전공심화

● 산업심리학(200131)

Industrial Psychology

심리학의 원리를 기업 및 조직에 적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사선발방법, 직무분석방법, 근무평가방법, 교육 및 훈련, 작업동기,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Students learn the theory of human psychology in a industry. Topics include the personnel selection methods, job 

analysis, work evaluation, education and training, work motivation, 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 Drawing및실습(509535)

Drawing and Practice

제품의 형태를 표현하며 아이디어 발상에 응용할 수 있는 스케치능력 배양을 목표한다. 디자인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구상한 

제품디자인 컨셉을 스케치테크닉을 활용하여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전개과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3차원 입체를 

표현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Product form is expressed and the sketch cultivation of ability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dea conception is aimed. The 

image process of development where it utilizes the sketch technique and expresses the planned products design concept 

with two dimension is concentratedly educated through the design Ideation. And systematically the method in which it 

expresses the three-dimension is educated.

● 디자인씽킹(509665)

Design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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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디자인적 발상과 공학적 발상의 융합적 사고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창의적인 제품 

형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론을 교육한다. 기능에 부합되는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제품의 형태와 기능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 및 해결 가능성을 학습한다.

Derive new ideas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inking in design and engineering idea originated under the given conditions 

and training methodologies to develop them into innovative products shape. Function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conformity that have been the form of a product in the form so that the characteristic can be grasped to express and 

function, to learn the possibility of a solution with a variety of approaches.

● 디자인프로세스및실습(509670)

Design Process and Practice

제품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디자인에 대한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컨셉설정, 계획방법, 설계치수, 

실무디자인 사례등을 통하여 계획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습득하도록 하며,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디자인해낼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Plan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about the products design. Systematically the plan theory decide to be formed and it 

decide to acquire through the foundation data collection to the design and analysis method, concept setting, plan method, 

design measurement, practical affairs design case, and etc. The basic ability designing the product which is efficient and 

inventive is cultivated and the purpose is put.

● 산업시스템(509760)

Industrial System

산업시스템은 산업현장의 시스템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학이론과 인간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배운다/ 또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의 최적화와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The course focuses on system associated with human and machine for the productivity. Topics deal with scientific 

management method, systems engineering, production management, and process management.

● 산업안전시스템(509761)

Industrial Safety Systems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 원리, 안전시설배치, 안전점검, 안전조직, 안전비용, 그리고 안전교육의 지식을 배우며  실제 

산업 재해 사례를 이용하여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ncludes such as engineering principle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afety organization, safety cost, and 

safety training.

● 인간공학개론(509919)

Introduction to Ergonomics

인간공학은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물체, 시스템, 환경의 디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존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응용학문이다.

The course focuses on history and theory of ergonomics. Topics deals with the design of working methods, the design of 

the machinery and equipment and workplace design.

● 제품디자인트렌드(509988)

Product Design Trend

제품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현실적인 디자인 감각과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품디자인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현재에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기술, 문화 등의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 디자인트렌드를 예측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제품디자인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한다.

Realistic design sense and market situation in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project of accurately grasped, this is a 

subject for efficiently reflected in the product design. Current has occurred, society there is a future possibility, technology, 

to understand the various issues, such as culture, analyze this, by predicting the trend of the design, the performance of 

future-oriented product design project to educate the necessary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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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제품디자인공학(Product Design Engineering Major)

4차 산업혁명인 ICT와 제조업 융합인 지식집약형 산업과 5차 산업의 기반인 디자인시대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스마트산업사회는 

창조와 융합의 개념은 제2차-산업의 생산성과 사용자 경험(UX)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과 분석방법, 디자인 사고를 통한 

표현력의 전문화로 양산체계로 연결되는 융합-통합 교육체계를 구성한다. 국내 최고의 신발디자인-메카가 기반인 신발디자인 

명성이 높은 교수의 이동으로 신발업체 재직 중인 디자이너의 70%가 동의대학교 출신(구,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생)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과학적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마케팅, 사용자경험, 생산자의 전문기획과 사용성-제품, UX서비스디자인, ICT와 제조업 

융합산업과 문화로 창출하는 융합·종합 프로세스와 사회 수요형 인재를 제4,5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가로 양성한다.

■ 교육목표

21세기 큰 변화의 물결인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대학의 ‘프라임사업’ 선정으로 2017년 

3월에 전략적 기획으로 개설되었다. 최첨단 디지털시설과 신축된 건물의 혁신적인 학습-공간디자인으로 차별화된 환경을 

조성하였고, 구)산업디자인학과의 21년간 재직한 신발디자인 전공교수의 이동으로 국내 신발디자이너의 70%를 배출한 명성을 

연계한다. 신발디자인의 메카로서의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세스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주도하는 제품디자인공학으로 출발하였다.

■ 약사

2017.02.21 14:29:501 / 1[Uca0401r]



교과목해설집

제품디자인공학 (Product Design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Soild Modeling및실습(509545)

Solid modeling and practice

디자인공학에 있어서 디지털 디자인-설계 툴의 활용법을 익히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Solid Modeling 툴의 활용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양산 가능한 제품디자인을 위하여 구조도 및 부품도, 3D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실무형 디자인사양서 

제작을 실습해본다.

Learn the uses of digital design tools and engineering design. Solid Modeling and teaching how to use the tools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Also, structures and components also available for mass production product design using 3D simulations, 

etc. Try to practice the final production practical design specifications.

● Sur face Modeling및실습(509546)

Surface Modeling and practice

제품디자이너로서의 입체조형능력을 갖추는 과정으로 체계적인 3D디자인 전개능력을 육성한다. 디자인에 있어 CAID의 중요도가 

커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아이디어에서 상품화하는 단계까지 각 디자인 프로세스별 표현기술을 3D Surface Modeling 

능력으로 습득하고 테크닉을 향상시킴으로 다양한 제품디자인 프로젝트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Develop a systematic process to equip the 3D design capabilities developed conformal skills as a product designer. 

Growing importance in the design of the CAID and learn each step of the design process-specific expression technology to 

commerci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dea of broadening the scope to 3D Surface Modeling capability. In addition, the 

technique makes it possible to adapt to a variety of product design projects by education.

● UI,UX디자인및실습(509547)

UI, UX Design and practice

인간이 실생활에서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와 제품과의 상호관계를 GUI와 TUI 등의 새로운 이론을 통하여 원만하게 형성하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능력을 배양하며,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교육한다.

In the use the product in the real world and smoothly form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 and the product through 

the new theory, such as the GUI and their ability to TUI interface of creative design Based on this theory. Further, based on 

the user's experience, a method for improving the usability as smooth communication products is performed, and 

education.

● UX서비스디자인및실습Ⅰ(509549)

UX services design and practice Ⅰ

UX 서비스 디자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과 경험을 단계적으로 심도있게 교육한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소비자의 경험과 문화, 생활환경을 고려하고,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해석하여 제품 및 서비스 환경의 

사용품질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UX services design and in-depth step-by-step training to b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implement the 

strategy. It advances the practice that, starting from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 consider the consumer experience 

with the culture, living environment, and interprets the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paradigm strategies to improve your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environment and perform an innovative design .

● UX서비스디자인및실습Ⅱ(509550)

UX services design and practic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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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향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제품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구조화하며, 

기업의 니즈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툴에 대해서 교육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경험 데이터와 서비스 환경 분석 요인을 

디자인 진행에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제품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시킨다.

Consumers and quantitatively understood and structured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project based on consumer-oriented 

product design process and training for the tools to identify the needs of the enterprise and consumer needs. Based on this 

experience to utilize data service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alysis of consumers thus mastery of design progress with 

the ability to perform high product design projects more effective and likely to succeed.

● UX서비스디자인및실습Ⅲ(509551)

UX services design and practice Ⅲ

사용자 경험가치가 중요해지는 현실은 기술에서 감성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디자인과 마케팅의 연결고리로 

서비스디자인은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X 서비스 디자인의 이론, 사례 및 방법론의 이해를 통해 

제품디자이너로서 사용자경험과 기업의 마케팅적 니즈를 고려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The user experience is important to be realistic value means that the switch to the emotional center of the technology and 

services to the link between design and marketing design has become a survival strategy of the company. In this situation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theory of UX design services, practices and methodologies have basic knowledge 

considering the marketing needs of the user experience ever with the company as a product designer educate the ability to 

apply in practice.

● VMD및실습Ⅰ(509553)

VMD and practiceⅠ

VMD의 개념을 익히고 시각화하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교육한다.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 실내, 옥외 공간 등의 비주얼 

표현기법 및 그 밖의 입체적이고 공감각적인 디자인 의사전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한 후, 실습을 통하여 디자인의 

효과적인 표현 및 결과물의 제시 기법을 교육한다.

The visual presentation training techniques to learn and visualize the concept of VMD. After reviewing the room, the visual 

expression techniques, and other three-dimensional design and synesthesia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outdoor 

spaces, including products from various angles and analysis, through exercises and training techniques of effective 

representation and presentation of design results.

● VMD및실습Ⅱ(509554)

VMD and practice Ⅱ

VMD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 반응과 구매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VMD의 적합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기에 소비자의 이성적, 감성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조화성, 매력성, 적합성, 

유행성,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VMD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 buying behavior and emotional reactions of the products and goods. VMD 

of fitness is the ability to conduct a comprehensive design that includes both the possibility because variables that play a 

role in attitude formation of a consumer for a product harmony, including consumer rationally, to the emotional aspects of 

attractiveness, suitability, pandemic, educate.

● 기술디자인세미나(509636)

Technology-Design seminar

신기술개발 동향과 디자인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경쟁상황을 융합한 최신 이슈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제품디자인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러한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한 학식을 넓히고 전문 제품디자이너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운다.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rends and review the latest design trends and multifaceted issue that 

combines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the market aims to foster insight into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Through a 

discussion of these studies broaden the field of learning about product design to raise the quality and capacity as a 

professional product designer.

2017.02.21 15:18:592 / 5[Uca0402r]



● 디자인과마케팅(509663)

Design and Marketing

제품디자인은 단순히 심미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상업적 요소의 하나로 매출을 증대해야 하는 기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소비자와 마케팅을 이해하고 디자인 개발을 진행함으로 심미성과 생산성, 사용성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세일즈 

포인트를 가진 제품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이론 및 실무적 지식을 교육한다.

Product design is simply seen as a business activity should increase sales as one of the elements of a commercial 

enterprise rather than only considering the esthetics. In understanding the market and consumers and we should proceed 

with the design development. That is the theory training and practical knowledge tha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oducts with a sales point through the proper combination of aesthetics and productivity, and usability.

● 디자인재료와색채및실습(509668)

Design material and color and practice

제품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금속 및 비금속 등 다양한 재료들의 특성 및 가공방법, 표면처리 등을 학습함으로서 제품디자인 

개발프로젝트에서 직접 적용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색채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색채 기획능력을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제품디자인 실무에서 재료와 색채의 적합성을 통하여 디자인 퀄리티를 상승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metal and non-metallic and the processing method, surface 

treatment and the like in the product development. Through this it makes it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direct application 

in product design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o learning skills for efficient color planning based on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olor. Through this it aims to raise the design quality throughout the suitability of materials and colors in 

product design practices.

● 디자인특허와논문(509669)

Design patents and treatise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디자인 개발 시 필요한 제반 조건들의 이론적 이해와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학습시켜 디자인 관리 능력을 교육한다. 특히 디자인 작업의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디자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립하도록 한다.

Learning the concept of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 righ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for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world is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design and management skills training. In particular, to establish the ability to challenge 

the substantive foundation desig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of design work.

● 디지털포토테크닉(509673)

Digital photo technique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디자인 아이디어 전달이 가능한 사진영상을 통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제품디자인 의도 및 결과물을 

사진영상컨텐츠로 표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진촬영 및 편집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한 단편적인 사진영상에서 나아가 

시뮬레이션의 구현 방법 및 실무 예시를 통하여 디지털 사진영상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This visually through most clearly Design Ideas transfer pictures and video training on the effective photographing and 

editing can express their creative product design intention and result in a photographic image content. In addi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further simulations and practical examples from the fragmentary photographic images and culture 

digital photographic image rendering capabilities.

● 선행신발디자인및실습Ⅰ(509786)

Smart Shoes design and practice Ⅰ

디자이너의 능력은 근 미래를 예측하고 창의적 사고를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X,Y AXIS 프로세스를 양산성과 

융합한 디자인으로 전개한다. 사용자 중심의 신발디자인으로 사용성과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되는 양산 시스템과 

아이디어 창출과정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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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ility of the designer should have the ability to predict the near future to express creative thinking. The design 

developed by fusing the XY-AXIS and production processes. Understand the concept of use of a user-usability design and 

marketing shoes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production systems and idea generation process that is applied in 

practice.

● 선행신발디자인및실습Ⅱ(509787)

Smart Shoes design and practice Ⅱ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조사, 연구와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과   분석, 표현하며 객관성과 주관성을 프로세스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 프로세스를 통하여 선행하는 신발디자인은 사용성과 마케팅에 적용되고, 양산 시스템과 아이디어 창출과정을 통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The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research, technology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and studies, expression and to 

realize an objective and a subjective process. Shoe design to the preceding through a process that is applicable to the 

usability and marketing, and learning the ability to preempt the future market through the production system and the idea 

generation process.

● 스마트신발디자인및실습Ⅰ(509810)

Smart Shoes design and practice Ⅰ

발과 신발구조를 이해하고, 4D 프로세스와 X,Y AXIS 방법론과 디지털 기술 융합한 디자인을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디자인으로 

양산성과 트렌드로 진행한다. 프로세스 결과물로 러프모형과 샘플로 제작하여 분석 및 평가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foot and shoe, 4D-Process and X, Y AXIS methodology and digital convergence 

technologies with design and production trends in the smart design of user usability. By making a rough mock-up to 

process samples and the results should continue to analyze and evaluate practice.

● 스마트신발디자인및실습Ⅱ(509811)

Smart Shoes design and practice Ⅱ

X,Y AXIS 방법론으로 3D-PUFF 기술과 디지털 아트를 융합한 디자인으로 UX-스마트신발을 연구한다. 프로세스 중심의 결과물은 

발표과정을 통하여 평가되고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실무에 적용하고, 시스템의 중요성과 창의성 과정을 실습한다.

The Research X, Y AXIS methodology as a fusion of technology and digital art design 3D-PUFF study the UX-smart shoes. 

The result of a process-centric application in practice through a process of evaluation and selection process through the 

presentation, and practice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and process systems.

● 앱디자인및실습(509856)

APP design and practice

디지털 정보컨텐츠 개발의 이론 및 제작사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실습을 통하여 미래 디자인 환경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컨텐츠 창조 능력 및 

디자인 핵심 원리를 탐구한다.

Theory and production examples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content, and education at the center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digital content. The ability to explore digital content creation and design core principles required in 

the future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practice to develop and evaluate digital content that can help human beings in daily 

life.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Students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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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tone Design

이 과목은 학생들이 팀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산업경영공학의 제반이론을 산업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종합설계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목을 통하여 팀원 간의 의사소통 및 발표능력도 향상시키도록 한다.

Capstone Design focus on capabilities of applying human system design theories to industrial fields through team project 

practices concerning various areas of human system design.

● 전시디자인및실습(509972)

Exhibition design and practice

전시환경과 시각적 이미지 및 기능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시를 기획하는 이론적 방법과 실무예시를 교육한다. 또한 

전시공간에 적절한 전시디자인을 진행한 후 우선 디지털 결과물로 구현하고 실물모형을 제작, 비교하여 분석 및 평가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exhibition environment and visual images, and functional aspects and the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examples of how to plan the exhibition. After an appropriate exhibition design is also procee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xhibition space first digital output and comparing the mock-up creation, it goes hands-on 

analysis and evaluation.

● 전시디자인연구및실습(509973)

Exhibition design studies and practice

전시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교육한다. 전시환경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전시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전시 환경요소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 특정 공간의 개념 및 성격을 최종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전시디자인의 구성방법 및 그 평가 기준 등을 연구한다.

The training on a systematic and rational plan for the exhibition design.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exhibition design 

exhibition forms a beautiful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nvironmental factors 

exhibitions. Through this, a process of finally embodies the concepts and the nature of the specific space set on the basis 

of a method to study the structure and the design criteria, such as the overal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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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Human System Design Engineering)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인간공학) 전공은 인간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면서 생산성 높은 인간-시스템의 설계능력을 가진 

전문가를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한 생산 및 제품시스템의 설계요소를 이해하고, 인간-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 능력을 배양하여 관련분야의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한다.

■ 교육목표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은 2016년 시행된 프라임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설된 디자인공학부의 신설 전공이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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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 (Human System Design Engineering)

◎ 전공심화

● 안전공학(502434)

Safety engineering

일반산업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장치, 기계, 재료 등의 손상, 파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성(hazard)을 배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Safety engineering deal with ensuring safety to eliminate the potential risk of accidents that may occur. Topics include 

electrical Safety, chemical safety, construction safety, and machine safety.

● 기술경영(505760)

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획득․관리․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기술 변화의 역학, 기술 예측, 첨단기술 마케팅,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 계획 등을 다룬다.

Management of Technology focus on the dynamics of technology change, technology forecasting, and managing risk.

● HCI(508402)

Human–Computer Interaction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이론, HCI의 근본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주제는 기술에 

대한 사람의 행동, 인터페이스 개발 방법에 대해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broad area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the idea of a theory driven interface, 

an underlying concept in HCI. Topics deal with outlining relevant aspects of human behavior with respect to technology and 

how interfaces are developed.

● UX디자인(509548)

User Experience

UX디자인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설계에 

응용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 사용, 관찰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와 

응용방안을 다룬다.

User experience (UX) deal with a person's entire experience using a particular product, system or service for product 

design. Topics deal with product design, interaction design, and user interface design.

● VDT/오피스작업설계(509552)

VDT / Office Work Design

이 과목은 컴퓨터 모니터 등 VDT를 보면서 장시간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증상, 피부 증상, 정신신경계 증상을 

예방하는 설계방안을 배운다.

VDT/office work design deals with VDT syndrome, design of the VDT/office work to minimize the VDT syndrome. Topics 

include VDT/office design and VDT task management.

● 사용자인터페이스(509755)

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교과목은 다양한 상황들과 과학적인 데이터의 시각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그것들의 응용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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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deals with user interface theory, data visualization, and their applications confronting a wide variety of 

situations.

● 산업보건시스템(509759)

Occupational Health System

이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보건시스템의 기초적인 특징을 소개한다. 주제는 직업병, 검진, 산업위생, 직무스트레스를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from health engineering to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systems. Topics deal with occupational disease, examination, hygiene and job stress.

● 생산시스템관리(509767)

Production System Management

이 과정은 매우 경쟁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상품들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과 많은 활동들의 통합을 내포한다. 주제는 

다양한 생산 공정과 서비스 시스템을 다룬다.

This course involves the integration of numerous activities and processes to produce products and services in a highly 

competitive global environment. Topics deal with various production processes and service systems.

● 스마트팩토리(509815)

Smart Factory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개발, 생산, 유통, 물류 등 전체 제조단계에서 도면, 설비, 자재, 작업자, 서비스 등이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생산성, 품질과 원가,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지능화된 유연생산시스템을 뜻한다. 본 강좌에서는 스마트제조시스템 개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공정품질 예측 및 공정제어, 

상태기반 유지보수 최적화, 가상/증강현실 기반 작업지원, 물류 최적화 등을 다룬다.

Smart factory is systems that are fully-integrated, collaborative manufacturing systems that respond in real time to meet 

changing demands and conditions in the factory. Topics include introduction to smart manufacturing systems, real-tim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etc..

● 시스템안전(509827)

System Safety

확률 이론을 바탕으로 신뢰성 및 보수성의 기본 개념과 분석/평가하는 기법을 이론적으로 전개하며 예비위험분석, 고장형태와 

영향분석, 위험성 분석, 신뢰성 평가, 신뢰성 테스트, 유지 보수 및 가용성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nclude preliminary hazard analysis,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criticality analysis, reliability 

evaluation, reliability testing, and maintainability and availability.

● 실험디자인(509847)

Design of Experiments

실험의 효율적인 계획 방법, 즉 인자 선택, 수준의 결정, 실험 결과의 통계적 분석 이론에 대해 다룬다. 주요 내용은 일원배치법, 

다원배치법, 난괴법, 분할법, 직교배열표에 의한 실험계획법, 다구치 방법 등이다.

The course focuses on One-factor experiments with and without restrictions on randomization, latin and other squares, 

factorial experiments, blocking methods and introduction to Taguchi methods.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Students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인간·시스템디자인프로젝트Ⅰ(5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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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Human·System Design Project 1

학부생에게 인간 시스템 디자인 공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인, 사업체 등에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기법들을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인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learn to how to use the knowledge in the human system engineering design, Topics include preparing proposals, 

survey, evaluating, and reporting.

● 인간·시스템디자인프로젝트Ⅱ(509918)

Introduction to Human·System Design Project 2

학부생에게 인간 시스템 디자인 공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인, 사업체 등에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기법들을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인간 시스템 디자인 공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learn to how to use the knowledge in the human system engineering design, Topics include preparing proposals, 

survey, evaluating, and reporting.

● 인간공학특론(509920)

Advanced Ergonomics

인간공학 특론에서는 현재의 인간공학적 문제나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토론과 발표를 실시한다. 

인간공학에 대한 특정 주제를 통하여 고급지식을 배운다.

This course deal with special issues such as musculoskeletal disorders, industrial accidents, and job stress.

● 인지및감성공학(509921)

Human Sensibility Ergonomics

감성공학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한 인간 중심의 설계를 배우며, 산업디자인, 감성 디자인 기술, 생체측정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Human sensibility ergonomics deal with basic theory of human-centered design using human emotion. Topics include  

industrial design, emotional design technology and biometric system.

● 인체공학및실습(509922)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Practice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체계측과 작업생리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및 작업환경 설계를 배운다. 주제는 인간 신체 측정의 응용, 

작업공간 설계, 작업생리학을 포함한다.

Students learn anthropometry and work physiology for product and work environment design. Topics include application of 

human body measurements, workspace setting, and work physiology.

● 자료분석(509943)

Statistical Data Analysis

공학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과 해석을 다룬다. 통계자료의 분석과 정리, 통계적 추정 및 검정, 회귀분석, 통계적 공정관리 

기법, 실험계획법, 비모수통계 등의 통계적 분석 방법을 다루고, 통계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과 결과의 해석에 중점을 둔다.

Statistical Data Analysis deals with the technique of and interpretation of engineering statistics. Topics include regression 

analysis, design of experiments and nonparametric statistics.

● 작업시스템평가및실습(509944)

Work System Evaluation

작업 시스템평가 및 실습에서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의 평가기법을 다룬다. 평가 기법으로는 OWAS, RULA, NLE 등이 

있다.

Students learn the evaluation techniques for preventing the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Topics include  

musculoskeletal disorders, job evaluation, and evaluation methods(OWAS, RULA, NLE and so on).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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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tone Design

이 과목은 학생들이 팀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산업경영공학의 제반이론을 산업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종합설계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목을 통하여 팀원 간의 의사소통 및 발표능력도 향상시키도록 한다.

Capstone Design focus on capabilities of applying human system design theories to industrial fields through team project 

practices concerning various areas of human system design.

● 휴먼에러(510079)

Human Error

휴먼에러는 “행위자가 의도치 않은" 어떤 것이 행해져 온 것”을 의미한다. 주제는 휴먼에러의 개요, 휴먼에러 평가 기법, 휴먼에러 

원인, 휴먼에러 종류를 다룬다.

Human error means that something has been done that was "not intended by the actor". Topics deal with the introduction of 

human error, human error evaluation techniques, human error cause and human error type.

● 벤처창업론(900012)

Venture Business

벤처기업의 개념과 환경, 창업을 위한 전략과 절차 및 창업보육센터, 경영을 위한 전략 및 주식옵션제도,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의 

육성정책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venture business. Topics include the strategies and procedures for venture 

business, the role of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administrative strategies for venture businesses, the venture 

capital, the stock option, and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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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 (Division of Mechanical, Automotive, Robot Component 
Engineering )

◎ 전공핵심

● 물리학(400614)

Physics

공학의 기초가 되는 역학, 열역학, 음향학, 유체역학, 전자기학, 광학 및 현대 물리학을 개론적으로 다룬다. 특히, SI 단위,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Introduces general principles and analytic methods of physics to students who major in engineering. And it covers 

mechanics, thermodynamics, acoustics, fluid mechanics, electromagnetics, optics and modern physics. Teaches the SI 

units, motions of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and energy.

● 3D프린팅(401496)

3D printing and practice

본 과정은 3D 프린팅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에게 3D 프린팅의 원리, 프로세스, 제조 응용 등에 대한 이론을 

교육하고, 3D 프린팅 실습 과제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교육에 3D 프린팅 이해와 응용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The course pursues to educate theory and practice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this course, applications of 3D printing in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are discussed by describing the principle, process and manufacturing applications. And to 

aim  that the use of 3D printing could improve students’ outcomes by fabricating real engineering models out of their 

designs.

● ICT융합기술론(401500)

ICT convergence technology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창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ICT융합기술의 핵심기술들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빌리티서비스 등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와해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작용함을 

이해하고, 융합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을 재조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delivers the concept of ICT convergence core technology to students, which make a fundamental change to 

the value creation process of product and service.

Understanding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Mobility service as disruptive technology leading the paradigm shift of 

industry, students can have more improved insight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convergence.

● 공학소프트웨어및실습(401513)

Engineering software and practice

공학 설계에 응용되는 수리 문제들을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기법을 강의하며 이에 따른 내용으로서 오차의 평가, 

급수전개, Newton-Raphson법, Gauss 소거법 및 LU분해법, Runge-Kutta법, 고유치 및 고유벡터의 계산, 보간법 그리고 

최적화기법 등을 다룬다.

Techniques for managing electro calculation applied to mathematical exercises in Engineering design. Appraisal of error, 

series deployment, Newton-Raphson method, Gaussian elimination and LU factorization method, Runge-Kutta method, 

calculation of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interpolation, and optimum technique.

● 산업체탐색(401554)

Industry research

산업 전반의 이해와 특정 분야 산업체의 특징을 사전에 파악한 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Students understand current industrial trend and a specific company. They do the research before and after visiting.

● 코너스톤디자인(4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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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rstone design

창의적 설계의 역사적인 배경, 창의적 설계사례, 창의적 설계요소, 개방형 문제, 개념설계, 구체화설계, 체계적인 설계절차, 

녹색설계, 설계의 평가와 제조고려설계 및 기술적 혁신을 위한 창의적 설계 접근을 소개한다. 또한, 기술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법을 학습하며 팀 활동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연습한다.

Introduces creative keys for technical innovation, historical background in creative design, case study in creative design, 

elements of design creativity, open-ended problems, conceptual design, embodiment design, systematic design 

procedure, green design, evaluation of design, and design for manufacturing. Studies the writing method of technical 

proposals and reports and exercises projects throughout team work.

●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504152)

Programming Language and Lab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Matlab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여러 공학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제 응용분야와 전공관련 방정식등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This subject introduces the concepts of software and engineering calculations by using computer program for the Matlab 

programming language. Provides basic programming skills for the mechanical problems. In addition, learn the ability to be 

applied to the field application and the major related equations.

● 대학수학(507637)

College Mathematics

전공에 필요한 학문으로서 미분의 정의, 다항식 및 로그, 삼각함수의 미분 및 적분에 관한 사항과 벡터와 행렬의 정의와 성질, 

선형방정식의 정의와 해법을 배운다.

The definition of derivative as a discipline needed for major, and polynomial log, and define the nature and details of 

vectors and matrices on the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of trigonometric functions and learn the definition and solution of 

linear equations.

◎ 전공심화

● 공업수학(400044)

Engineering Mathematics

기계공학적 문제해결에서 주어지는 물리적 정보를 수학적 형태로 해석하기 위하여 미분방정식, 급수해법, Laplace 변환, Fourier 

급수 및 편미분 방정식에 대하여 배운다.

Solves mechanical problems and analyzes physical information converted from mathematical type. Includes differential 

equations, series, Laplace transformations, Fourier serie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 정역학(400452)

Statics

공학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로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물체에 대한 힘의 평형원리에 대한 과목이며, 힘계, 평형, 

구조물의 분포력 등의 문제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Deals with addition and resultant of forces, equilibriums of a particle and in space, moment and couples, distributed loads, 

centroids of areas and lines, truss systems, law of friction, and moment of inertia of masses.

● 고체역학(500374)

Mechanics of Solid

기계구조물을 구성하는 고체 재료에 작용하는 인장, 압축, 전단에 대한 재료의 응력과 변형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응력과 변형의 

관계를 이용하여 재료의 역학적 이론과 응용 및 계산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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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the concepts or criterions of stress and strain for tension, compression and shearing in the solid materials of 

machinery components. Teaches mechanical theories, applications and calculation methods for the solid material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train.

● 기계공작법(500712)

Manufacturing Process

금속 주조 기본, 주조설계, 압연, 단조, 압출과 인발 및 판재성형, 절삭의 기본 이론, 절삭공구의 재료와 절삭 유체, 환봉 및 다양한 

형상의 절삭가공 공정, 연마가공 및 비전통적인 절삭가공, 결합공정 및 표면 처리기법 등에 대한 제조공정 기술을 다룬다.

Introduces many processes and technology such as fundamentals of  metal casting, casting design, rolling, forging, 

extrusion and drawing, sheet metal forming, fundamentals of cutting, cutting -tool materials and cutting fluids, machining 

processes for producing round and various shapes, abrasive machining and finishing operations, nontraditional machining, 

joining, and  surface technology.

● 동역학(501072)

Dynamics

힘, 질량, 가속도, 일과 에너지, 그리고 역적과 운동량의 기본 개념을 강의하고, 질점의 동역학, 에너지와 운동량, 강체의 동역학을 

공부한다.

Studies the rigidity of  dynamics, energy for momentum and kinematics, the principles of force, mass, acceleration, work 

and energy and momentum.

● 열역학(502535)

Thermodynamics

일과 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익히고 물질의 상태량 및 관련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열역학의 주요 법칙인 제1법칙 및 

제2법칙을 학습하여 에너지보존 및 내부에너지, 엔트로피에 대해 익히며 이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이에 

기초하여 자동차 엔진, 발전 시스템 등 에너지 시스템과 각종 기기에 열역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열역학적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A definition and concept of work and heat. Energy conservation equation, internal energy, enthalpy and entropy. First and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Concepts of thermodynamics, thermodynamic analysis and application.

● 기초자동제어(509641)

Based automatic control

각종 기계 및 전기전자, 프로세스 등의 시스템에 관한 수학모델 즉 전달함수 및 상태공간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들을 통하여 

시스템의 동특성을 시간역과 주파수역에서 해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선도 기술법, Routh-Hurwitz 및 Nyquist 안정도 판별법, 

근궤적법, 시간역 해석법, Bode 선도를 기초로 하는 주파수역 해석법 그리고 이들을 MatLab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다룬다.

Basic Control Engineering deals with the mathematical modeling and the analysis of various controlled plants, where a 

transfer function or a state-space equation of the controlled systems are constructed and their dynamics are characterized 

by time domain or frequency domain approach. In detail, it includes the representation of block diagram, Routh-Hurwitz and 

Nyquist satability analysis, root locus, time and frequency domain analysis, etc. and the theories are implemented by 

MatLab software.

● 기초전기전자회로(509642)

Basic electric and electronic circuits

전하, 전류, 전압, 전력 등의 기본 개념, R-L-C 회로의 특징과 원리를 다룬다. 또한 반도체, 다이오드, 이종접합 트랜지스터(BJT), 

전계효과트랜지스트(FET) 및 연산증폭기(OP-AMP)의 동작 원리와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electric charge, current, voltage, electric power, the characteristics and  principles of 

R-L-C circuit. And this course studies on  the oper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 diode, bipolar 

junction transistor(BJT), field effect transistor(FET) and operational amplifier(OP-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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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Major)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 분야의 전반적인 이론 및 응용 기술과 실기를 교육하여, CAD/CAM/CAE, 자동제어 분야, 생산 및 설계 

분야, 재료역학 및 파괴역학 분야, 열/유체 시스템 분야,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종합적 시스템 설계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관련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창의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산업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국제경쟁력 을 갖춘 기계공학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79. 01 동의대학 기계설계학과 개설(신입생 40명) 

1983. 09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로 개편 

1983. 10 대학원 기계설계학과 석사학위과정 개설 

1987. 11 대학원 기계설계학과 박사학위과정 개설

1992. 07 산업기술대학원 기계공학과 개설 

1996. 10 기계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1997. 10 대학원 기계설계학과를 기계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1998. 10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으로 개편  

1999. 09 교육부 두뇌한국21(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선정 (2006년 2월 종료)

2002. 09 기계ㆍ정보산업공학부로 학부 명칭 변경 

2003. 09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으로 개편

2005. 10 교육인적자원부 2005 누리사업 신규 대형사업단 선정 (2009년8월종료)

2006. 03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로 개편

2012. 11 산업기술대학원을 산업문화대학원 기계공학과로 명칭 변경

2017. 02 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 기계공학전공으로 직제 변경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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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공작기계(500440)

Machine Tools

공작기계는 기계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며 생산 공업의 모체가 되는 주요한 것이므로 기계기술자는 기계의 설계, 생산계획, 

과학적 관리 또는 기계제작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작 기계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금후 고속, 정밀, 경량화의 

경향에 맞추어 그 적응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

Deals with the principle and processing methods used in all machine tools. How make a surface which provides suitable 

relative motions between the cutting tooi and the work piece. Illustrates, through the fundamentals and analysis of the 

machining process, the reason various phenomena occur and their effects.

● 금형설계(500708)

Die/Mold Design

금형(다이 혹은 몰드)은 프레스 또는 사출기를 이용하여 공업용 소재를 이용하여 산업용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도구이다. 성공적인 프라스틱 제품을 얻기 위하여 몰드설계는 소재의 선택과 해석, 성형의 종류 및 원리, 몰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몰드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이를 통해 만드는 제품은 단순히 종이 클립으로부터 복잡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본 과목은 금형의 설계순서, 부품의 제조 공정, 성형 특성, 금형의 종류와 구성요소,  등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강의하고 금형설계 해석 도구를 사용하여 최적의 금형 설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 die or mold is a specialized tool used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o produce industrial parts from engineering material 

mostly using a press molding machine. Mold design focuses  primarily on the classification of molding, the structure of 

mold, design process including material selection and molding analysis to get a successful plastic product design. 

Like molds, products made with dies range from simple paper clips to complex pieces used in advanced technology. 

This subjects involves die designing process, the classification and its die parts. manufacturing processes of die 

components, the forming characteristics, and optimal die design from analysis tool.

● 기계공학실험Ⅰ(500721)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Ⅰ

기계역학실험-기계요소와 시스템의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 이 실험은 특히 현재 가장 동적기계 시스템으로서, 분석과 진동제어에 

흥미가 있다. 기계도구의 동적 특성의 연구는 연구가 활발한 부분이다. 구조적 소음의 연구활동 성장은 현대 자동차의 소음 감소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바로 관계된다. 인공위성과 로켓의 동특성의 연구는 수행되어지고 있다. 해석 결과의 신뢰성의 강화를 

위하여, 이론/수치적인 것과 실험적인 연구 둘 다 수행되었다. 유체공학실험-유체공학 관련 이론 과목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력 및 이론 지식의 적용력을 배양하기 위해, 풍동실험, 유량측정실험, Air Jet 실험, 분류충격실험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압력, 유량, 힘 등의 물리량 측정법과 이론을 적용하여 기타 물리적 변수를 구하는 능력을 익힌다.

Is composed of two small experiments :

Mechanics Experiment and Fluid Enginerring Experiment.

Mechanics Engineering Experiment - Dynamic analysis of mechanical elements and systems. Analyzing and controlling 

vibrations, in most moving mechanical systems. Investigating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machine tools, structural 

acoustics for reducing noise in modern automobiles. Fluid Engineering Laboratory - Observes real physical phenomenon 

and practice in wind tunnel laboratory, flux measurement laboratory, air jet laboratory and rapid steam laboratory. 

Measures pressure, flux, energy and physical variables.

● 기계공학실험Ⅱ(500722)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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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학실험 - 열전달, 내연기관, 냉동 및 공기조화, 열동력 등 관련 이론 과목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력 및 이론 지식의 적용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전도율측정실험, 열교환기실험, 복사열전달실험, 엔진성능실험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압력, 유량, 온도, 동력 등의 물리량 측정법과 이론을 적용하여 기타 물리적 변수를 구하는 능력을 익힌다. 

재료실험 - 고체역학, 재료역학, 기계재료, 재료강동 등 관련 교과목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장, 압축, 충격, 피로, 경로 시험을 

통하여 금속재료, 세라믹스, 플라스틱 등 공업재료의 이론해석 및 파괴거동을 학습한다.

Is composed of two small experiments :

Thermal Engineering Experiment and Material Experiment.

Thermal Engineering Experiment - Introduces heat transfer, internal combustion engine, refrigeration and air-harmony and 

heat-power. Measures pressure, quantity of flow, temperature, power and a heat-conduction rate. A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a heat convection experiment. 

Material Experiment - Focuses on testing and analyzing methods for engineering materials.

● 기계요소설계(500731)

Machine Element Design

각종 기계요소들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응력, 변형 및 재료의 파손이론 등의 기본개념을 전달한다. 요소설계를 위한 

부품으로 나사, 키, 코터, 핀, 리벳이음, 용접이음, 축 등을 다루며, 이론 설계 식을 이용한 설계와 설계 핸드북을 이용한 설계 계산 

예를 가르친다.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such as stress, strain and failure theory of materials for the safe design of several types of 

machine elements.  Deals with the machine elements such as screw, key, cotter, pin, rivet & welding joining, and many 

kinds of shaft, and teaches the design procedure of  machine elements using the design formulas and the design 

handbook.

● 기계재료(500738)

Engineering Materials

기계의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금속 재료 중에서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재료에 대하여도 이의 조작과 

설계에 요구되는 기계적인 성질의 개선 방법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Focuses on the principle theory of metallic, non-metallic, steel&iron, non-ferrous metal and engineering plastics. And 

teaches improving method of mechanical properties of engineering materials.

● 에너지공학(502494)

Energy Engineering

에너지공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핵연료, 화석연료, 태양열, 풍력, 지열, 생화학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생산과 변형을 소개한다. 또한 생산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변환과 저장의 방법과 기기들을 소개한다. 

이에 수반 되는 환경문제, 현대와 미래사회의 에너지흐름과 정책의 설정방법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한 

신재생에너지를 다룬다.

Sources of energy, types of fuels- energy and relative forms. Coal, Liquid fuels, Gas fuels, Power systems, Renewable 

energy from biomass and biogas plants, solar energy, wind energy, fuel cell, etc.

● 열전달(502538)

Heat Transfer

열전달의 개요 및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정상 및 과도열전도, 강제대류 및 자연대류, 그리고 표면 사이의 

복사열전달에 대한 원리 및 기본방정식을 학습하여 다양한 형태의 열전달 관련 문제에 이를 적용하여 그 해결 능력을 익힌다.

Studies on concepts of heat transfer and related principles of physical phenomena, steady and transient heat conduction, 

forced/free convection heat transfer, and radiation heat transfer between surfaces.

● 유체기계(502775)

Fluid Machinary

유압모터, 펌프, 공압기기 등 유체기계의 원리와 응용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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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s hydraulic power motors, pumps, hydraulic power electromotive devices and air machines. Focuses on theore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 design of fluid machinery.

● 유체역학(502776)

Fluid Mechanics

유체의 성질, 유체 정역학, 유체 운동의 기초이론, 질량보존 및 운동량의 법칙, 검사체적 응용, 차원 해석, 점성유동, 관내운동, 

외부유동, 개수로 유동을 강의한다.

Explains Hydraulic power motors, pumps, hydraulic power electromotive devices, principles of air machine and 

establishment. Focuses on theore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 design about centrifugal pumps and Peliton' hydraulic 

turbine, Francis's hydraulic turbine, propeller turbines and control devices for hydraulic turbines and centrifugal casing 

ventilators and compressors.

● 최적설계(503820)

Optimum Design

제품설계, 각종 제조공정 및 구조물 등의 최적설계와 관련하여 최적설계의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최적화를 위한 문제의 정식화, 

제약조건식의 구성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수치적 해법의 이론을 배우고 이를 응용하기 위해 최적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Teaches the basic theory of optimum design with design of product, manufacture process and structure, theory of 

numerical method for analysis and construct-constraint equation.

● CAE응용(504697)

CAE Applications

CAE는 산업의 많은 공학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의 최적화 및 검증 등을 포함하는 제품 개선 및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CAE응용은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계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테스트가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경제적, 시간적으로 유용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CAE를 이용한 

개발공정과 설계 변경에 대해 교육한다.

Computer-aided engineering (CAE) is the use of computer software to simulate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product 

designs or assist in the resolution of engineering problems for a wide range of industries. This includes simulation, 

validation, and optimization of products, processes, and manufacturing tools.

CAE helps engineering teams manage risk and understand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their designs.

CAE can provide performance insights earlier in the development process, when design changes are less expensive to 

make.

● 열시스템설계(507073)

Thermal system design

열전달의 기본법칙과 실제적인 응용분야의 관련성을 주로 학습하여, 열전달의 개념을 열시스템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열전달의 기본 개념 및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열전달 과정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응용사례에 대해 열전달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개념, 컴퓨터 이용을 포함한 문제 해석, 그리고 산업적인 실제 응용사례들을 주로 학습한다.

Studies basic concept of heat transfer,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heat transfer in depth, and enhances the 

ability of applying the concept of heat transfer to thermal systems. Educates the physical concepts of heat transfer,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computer simulation, and application of heat transfer to real industrial problems.

● 재료강도설계(507076)

Design of Material Strength

구조재료의 미시조직, 기계적 특성 및 파괴거동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다양한 형태의 하중을 받는 재료와 구조물의 각 부품의 

강도에 대해 설명한다. 재료의 변형, 손상 및 파괴과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재료의 강도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및 재료의 

손상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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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with the strength of mechanical structure components, based on the definition of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and fracture behavior. Focuses on the strength of materials and structural components subjected to different types of force. 

Teaches the deformation of material, damage and fracture process, testing method to evaluate the strength and degree of 

the damage of materials through the systematical analysis.

● 정밀측정및실습(509005)

Precision measurement and practice

공학적 계측과 계측시스템의 동작 원리에 대한 기본적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설계에서 계측 시스템과 계측시험 계획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제공한다. 공학적 응용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법칙과 실제 응용 기법을 확립한다.

Precision measurement and practice provides background of the theory in the engineering measurement, design of 

measurement systems and measurement test plans in design. We establish the most important phys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technique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 제품개발설계(509195)

Product Development Design

기계요소를 기반으로 제품의 구상, 설계, 제조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제품개발프로세스를 학습한다. 그리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품 개발 및 설계에 대한 현장직무 전문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제품 제작을 다룬다.

Studies on the process of product development through creation of idea, design of product,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project based on mechanical elements. Improve in professional ability on the job training for the product development and 

design through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program, also deals  with product manufacturing by using 3D printing 

technique.

● CAM실습(509533)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and practice

절삭가공 및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가공 원리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고, 곡면의 수치제어가공을 위한 곡면 모델링 및 NC코드 

생성을 상용화된 CAM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출하고, 이를 CNC 밀링 가공기로 전송하여 가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eaches cutting theory of mumerical control using NC codes. Explains curve surface modeling and NC codes for 

numerical control manufacturing using common CAM software technology.

● 기계진동공학(509630)

Mechanical vibrations

자유진동, 조화응답, 감쇠 등의 진동역학의 기본개념을 배운다. 일자유도계에 대한 조화가진 응답 및 강제 응답에 대한 해석법을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기술하는 법을 배우고 해의 의미를 이해한다. 다자유도계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모드해석을 통한 

분석을 통하여 동역학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운동특성을 해석하는 법을 배운다. 주어진 진동시스템에 대하여 진동절연, 

진동흡진 등의 진동억제설계 방법을 배우고, 진동시험 및 실험모드해석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소개한다.

Provides the theories of mechanical vibrations : harmonic motion of free and force vibrations for one and 

multi-degree-of-freedom systems , concept of resonance, transient and steady state motions, and design of vibration 

isolation system.

● 소성공학(509801)

Plastic Engineering

금속의 소성가공의 압연, 단조, 인발, 압출, 프레스, 전조 등의 관한 기초적인 이론으로서 재료의 특성, 응력과 항복, 미끄럼 신장, 

상계법 등을 강의하고 이들 이론의 실제 금속가공에 대한 응용을 숙지케 한다.

Deals with basic theory of plasticity and its application to manufacturing properties, as well as applied theories of metal 

working processes such as forging(closed -die forging, coining, nosing, open-die forging, upsetting), drawing(drawing 

with rolls, ironing, tube sinking),extrusion(hydrostatic extrusion, hot extrusion) and rolling(sheet rolling, tube rolling, ring 

rolling).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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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응용고체역학(509906)

Applied solid mechanics

기본 역학을 기초로 하여 평형상태에 있는 회전체, 원통, 보 , 평판, 기둥을 구성하는 고체 재료의 비틀림, 굽힘, 압축에 대한 응력, 

변형률 및 변위를 강의 한다 . 강체 및 변형체의 기계적 성질과 파손이론을 이용하여 기계요소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 설계능력를 

배양한다.

Deals with stress, strain and displacement for torsion, bending, compression of solid materials in the equilibrium including 

body of revolution, cylinder, beam, plate, column, based on the basic mechanics. Provides the basic ability for the design 

of mechanical elements, through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fracture theories of rigid or deformation body.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Major capstone design

기계분야의 전공 이론과 실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계부품에 대한 개념설계, 요소설계, 상세설계 등의 설계절차를 학습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팀워크와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Studies a systematic design procedure for a creative mechanical parts or components such as conceptual design, element 

design, detail design, based on theories and experiments for the mechanical areas. Drives design cappability and 

teamwork through the manufacturing of prototypes.

● 전동부품설계(509967)

Power transmission components design

이 과목에서는 동력전달을 위한 각종 다양한 부품들의 소개 및 설계를 위한 강도계산에 대해 강의한다. 동력전달 장치인 커플링, 

마찰차, 기어 및 벨트 등의 다양한 부품들의 사용목적에 따른 설계방법을 익힘과 동시에, PRO/E, UG와 같은 공학 디자인상용 

패키지인 3D CAD 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

Provides both introduction and strength calculation on the various components for power transmission. Students learn the 

design method according to the using purposes of the power transmission components such as coupling, friction wheel, 

gear and belts. Students are also introduced to the commercial CAD packages such as PRO/E, UG NX and three 

dimensional geometric modeling for training the drawing of various kinds of mechanical parts.

● 전산구조해석설계및실습(509971)

Computer-aided analysis of mechanical structures and practice

본 교과목에서는 응력을 받는 기계부품 및 구조물에 대하여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응력해석 이론과 구조해석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응용사례를 강의한다. 탄성론, 에너지 원리, 기초 유한요소해석법 이론 등에 관하여 학습하며, 응력해석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혀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 및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Introduction to a fundamental theory on stress analysis is discussed in this class for safety design of mechanical 

components and structures under various stress states. Elasticity, energy principles, and finite element method will be 

discussed, and student research using a commerical package software and presentation will b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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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로봇·자동화공학(Robot and Automation Engineering Major)

로봇∙자동화전공은 기계공학기술, 전기전자공학기술, 제어/정보처리 기능을 가진 컴퓨터 공학/ICT 기술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 

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지능 및 학습기능을 가진 다양한 로봇 시스템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며, 로봇 분야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보조/대체 가능한 다양한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시스템, 

자동화 분야에서는 공장 자동화(FA), 사무 자동화(OA), 가정 자동화(HA) 시스템 등에 필요한 요소 및 응용 기술을 습득한다.

■ 교육목표

로봇∙자동화공학(전공)은 기계, 전자, 컴퓨터 기술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과로 개설되어 2002년 3월 정원 6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03년 3월 전기․메카트로닉스공학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3월 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분리되었으며, 

지능시스템공학전공으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되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대학원 지능시스템공학과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지능자동화, 지능제어계측, 지능로봇 분야 등에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2017년 2월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 

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 로봇∙자동화공학(전공)으로 학과(전공)명을 변경하였다. 현재까지 졸업생들은 대학원,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하거나, 컴퓨터, 반도체 및 정보기기, 모션제어기기, 가정, 공장 및 사무실의 자동화 시스템, 로봇 및 지능기기 

생산업체, 무인자동화 설비, 공작기계 및 컴퓨터 수치제어장치, 임베디드 시스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전자제어장치 

생산업체, 플랜트 전장설비 생산업체, 전자 및 가전기기 생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에 취업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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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로봇·자동화공학 (Robot and Automation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CNC공작기계(506513)

CNC Machine Tools

메카트로닉스 기술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제품은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공작기계와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은 CNC 공작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CNC, 서보 모터, 센서 및 액츄에이터 등을 이해하고 이를 운용하는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운용기술, 이해기술, 기초 설계기술을 습득한다.

The representative mechartonics products are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machine tools and Robot. Course 

will reviews CNC, servo motor, sensor, and actuator. In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design technology and operation 

programming language of CNC machine tools.

● 정밀측정공학(506514)

Engineering Measurements

하나의 제품은 설계, 가공, 조립, 검사를 거쳐 완성된다. 측정기술은 생산공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요소이며 그 필요성은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측정의 기초적 지식, 측정용 센서 시스템, 측정 

자동화 기술, 초정밀 측정기술의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Manufacturing process have design, machining, assembly, and measurement. Measurement is key technology of 

manufacturing systems in modern industry. In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basis of measurement, sensing system, 

measurement automation, and ultra precision measurement.

● 제어시스템설계(507082)

Control Systems Design

공학시스템의 수학모델에 기초한 선형제어기 설계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제어기 설게목적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후, 

고전제어기 및 현대제어기 설계법을 다룬다. 즉 PID, Lead/Lag, Pole Placement, LQ, LQG 제어기 설계이론 및 이들을 

MatLab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Control System Design focuses on the design of a linear controller which is based on the mathematical model of various 

controlled plants. In detai, it includes PID, Lead/Lag, pole-placement technique, LQ, LQG, and the implementation by 

MatLab software is included.

●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및실습(507624)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Practice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와 I/O 응용 보드의 설계 및 응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구조와 동작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산업용 각종 I/O 모듈들의 인터페이스 방법 및 

제어기술에 대해 실습을 통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This course delas with the design and applications of microprocessor board and I/O board to control a mechatronics  

system. Internal configuration and operation principle of microprocessor, interfacing method and control techniques of 

microprocessor and industrial I/O modules will be studied by various experiments.

● 모션제어시스템(507846)

Motion Control System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등의 고속 정밀 메카트로닉스 장비 개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션제어기술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학습한다. PC/PLC/임베디드 기반 모션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응용에 대해 배운다. 산업현장 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모션제어기를 사용 하여 서보모터 및 각종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이론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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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ill study overall contents of the motion control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high speed and precise 

mechatronics system such as industrial robot, manufacturing machine and semi-conductor equipment. The design and  

applications of the PC/PLC/embedded based motion control system will be learned. The theory and the 

hardware/software design technologies for controlling the servo motor and various motor by the motion controller actually 

applied in industrial fields will be studied.

● 자동화시스템설계및실습(507951)

Automation System Design and Labotory

공장자동화용 제어장치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PLC가 논리제어 외에 다양한 

제어가 가능한 PAC(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로 발전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순차제어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PLC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고  제어 프로그램 작성 등을 실습한다. 또한 특수모듈과 

응용사례를 조사 학습함으로써 PAC 활용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Course will review PAC(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 operation technology for sequence control system. In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function of sequence control device, modules of PLC, and programming language of PLC.

● 계측시스템공학(509580)

Instrumentation Systems Engineering

계측의 기본 개념과 방법, 신호의 동특성, 계측시스템의 거동을 배우며, 임피던스 매칭, 아날로그 신호처리, 신호추출, 데이터 

획득시스템을 학습한다. 또한 온도, 압력, 스트레인 등의 계측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las with the basic concept and methods of instrumentations, dynamic traits of signals, the behaviors of 

instrumentation systems, the impedance matching, analog signal processing, the signal sampling, data acquisition 

system, and also instrumentation methods of various sensors(temperature, pressure, strains, and so on).

● 디지털제어및실습(509672)

Digital Control and Laboratory

연속시간역에서 설계된 제어 알고리즘을 실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산시간역 제어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기초 

제어이론을 다루며, Matlab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실제 각종 플랜트 및 프로세스에 응용되는 디지털 제어기의 설계법을 

숙지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a basic digital control theory in order to transform a cntrol algorithm designed in continuous time 

domain into a control algorithm in the discrete time domain. The design method of various digital controllers for real plants 

and processes are introduced using Matlab application software.

● 디지털회로및실습(509674)

Digital Circuit and Experiment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수체계와 코드, 논리게이트와 연산, 부울대수, 논리회로의 간소화 방법, 조합논리회로의 

설계 방법에 대해 다룬다. 또한 디지털 산술 연산의 기본 원리와 플립플롭, 카운터, 레지스터, 레지스터 전송 회로 및 메모리 소자의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 of digital systems, and deals with number systems, codes, logic gates and their 

operations, boolean algebra, simplification methods of logic circuits and design methods of combinational logic circuits. 

Besides it studies on the basic principles of digital arithmetic operations and applications of flip-flops. counters, registers, 

register transfer circuits, and memory devices.

● 랩뷰기반계측및실험(509678)

LabVIEW_based Instrumentations and Laboratory

계측시스템의 구성, 신호변환 방법, 데이터 획득 및 처리 방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LabVIEW 사용법, 신호분석 및 저장, DAQ 

시스템, PC기반 자동계측시스템구축 기술을 실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nfiguration of instrumentation systems, signal conversion methods, data acquiring and 

processing methods including a laboratory course including the usages of the LabVIEW, signal analysis and storage, DAQ 

systems, techniques of PC_based automatic instrumentation syste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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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CAD응용및실습(509682)

Robot CAD Application and Laboratory

로봇 운동역학과 기구학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기초로 각종 다양한 로봇들의 기구 메커니즘 해석과 설계 기술을 다루며, CAD 

응용 소프트웨어의 운용법과  이를 바탕으로 각종 로봇 기구 설계 도면의 작성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analysis and design technologies of various robots based on kinetics and mechanism design 

theories.

And also deals with the usage of Computer Aided Design(CAD) software, the drafting technology of various robot 

mechanisms and the analysis of robot CAD drafts.

● 로봇비전시스템(509683)

Robot Vision System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이해하여 로봇의 동작 제어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비전의 이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영상처리 알고리즘, 연속된 영상 또는 동영상에서 물체 추적,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인식, 통계적 학습을 

기반한 패턴인식 기법을 배우고, 다양한 로봇에의 적용예를 통해서 로봇비전의 이론을 심화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robot vision to be applicable to robot motion control using image 

processing and scene understanding. The course provides image processing algorithm, object tracking method from 

consequence image, 3D recognition by stereo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methods using stochastic learning, and 

introduces real robot vision system for students to enhance knowledges on the robot vision theories.

● 로봇응용및실습(509684)

Robot Application and Laboratory

로봇 제어를 위한 기초적인 기구학, 동역학 및 제어 방법을 학습한다. 유용한 제어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로봇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석 방법을 배운다.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보드, 센서 모듈, 모터 

드라이브, 모터, 로봇 바퀴 등으로 구성된 실제 로봇 시스템에 대한 제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로봇 제어 실험을 수행한다. 로봇 

제어를 위한 일반적인 이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실제 실험의 전 과정을 학습하여 실무 능력을 익힌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kinematics, dynamics and control methods for robot systems. They will perform the robot 

control simulation using control simulation tools and will learn an analysis method of control simulation results. Also, they 

will perform the robot control experiment through the control programming for a real robot system composed of 

microcontroller unit(MCU) board, sensor modules, motor drive, motors, robot wheels, and so on. They will acquire the 

practical ability by  studying all process of general theory, computer simulation and real experiment for robot control.

● 로봇인공지능(509685)

Robot Intelligence Learning

각종 로봇 시스템에 대한 지능 제어기 설계법과 학습법을 다루며, 제어기 설계 및 학습 알고리즘으로서는 인공지능, 

뉴럴-네트워크, 퍼지추론을 다룬다. 이들에 대한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다양한 로봇을 통하여 지능 제어 알고리즘 설계 및 학습 

알고리즘 구현법을 숙지한다.

The course deals with the design method of an intelligent controller and the learning method of various robot systems. 

Detail algorithms are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and fuzzy inference algorithms, which basic theory and various 

examples for robot intelligent control and autonomous learning are introduced in the course.

● 마이크로로봇제작및실습(509688)

Micro-robot Making and Laboratory

마이크로로봇에 적합한 임베디드 CPU의 동작원리 및 각종 주요 기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이 CPU와 모터/센서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마이크로로봇을 제작한다. 제작된 마이크로 로봇에 의해 주변장치 제어, 라인트레이스 제어, 원격제어로봇을 

구현해 보도록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operation principles and main functions of the embedded micro controller used for a micro-robot, 

and makes micro-robot by interfacing this micro controller and  motors, sensors. And the peripherals control, line tracer 

control and remote controlled robot with the produced micro robot will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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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계측공학(509794)

Sensor & Instrumentation Engineering

자동화와 센서의 연계성, 변환의 기초를 익힌다. 그리고 광센서, 근접센서, 위치센서, 역학센서, 초음파 센서, 자기센서, 화학센서와 

같은 각종 센서의 동작 원리와 특성에 대해 배운다. 실험에서는 각 센서의 응용회로를 익히고 실제적용 예를 통해서 이론을 

심화한다. 계측의 기본 개념과 표준 단위, 계측시스템의 거동, 신호 변환, 신호 추출. 디지털 장치와 데이터 획득, 그리고 온도, 

압력, 유동, 스트레인, 힘, 토크 등의 물리량에 대한 측정 방법을 다룬다.

The course focuses on the basic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ensors related to the automation system(optical, 

mechanical, ultrasonic, magnetic, chemical, pressure, flow tate, stress, and strain sensors). The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 of instrumentations, standard units, the behaviors of instrumentation systems, a signal conversion, the 

signal sampling, digital equipments and data acquisitions, and measurement methods of physical quantities.

● 스마트제조공학(509812)

Smart Manufacturing Engineering

매뉴팩처링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고전적인 제조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기술이 융합된 현대의 스마트 제조기술의 이론과 그 적용 사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manufacturing methodologies and processes for general smart manufacturing systems. In course, 

students firstly understand conven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ies, study smart modern manufacturing technologies 

combined with ICT technologies and the various application technologies in manufacturing industry.

● 유공압시스템(509898)

Hydraulic & Pneumatic System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을 위한 유공압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과 작동원리 그리고 설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각종 전기 또는 유공압 구동기의 기능 및 구조와 회로 설계법, 그리고 컴퓨터 제어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Components, functions and design methods of electrical motor, hydraulic system and air-press motor for hardware 

implementation of control system will be treated. Functions, construction and circuit design methods of actuator as well as 

control technologies by computer will be studied.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임베디드제어시스템(509931)

Embedded Control System

ARM 기반의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임베디드 제어 보드를 통해 하드웨어 

제어 및 응용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design method of hardware and software for ARM based embedded control system, and also 

deals with hardware control and application programming methods using an ARM based embedded control board.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Major Capstone Design

학생들의 창의적인 설계 과제를 선정하고 설계된 과제의 결과를 발표한다. 학과 교수들의 지도하에 제안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 , 결과물의 발표 등을 통한 로봇, 자동화공학적 이론 및 설계  지식 등 복합적인 

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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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urse, students select creative design topics of robot and automation engineering, and present the design results. 

The course provides the comprehensive ability of various theories and design knowledges, including the writings of 

proposals and finial technical reports, design methods of hardwares and softwares related with the topics and opening of 

design knowhow through presentations, under supervision of the professors of the department.

● 전자응용회로및실습(509978)

Electronic Application Circuit Practice

전자회로의 전반적 내용(RLC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OP-AMP,디지털기본회로 등), 아날로그 응용회로(RLC공진회로, 

필터회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증폭기, OP-AMP 응용회로, 신호변환기,신호발생기) 및 디지털 

응용회로(조합회로,시퀀스회로,시스템회로)를 P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overall contents of electronic circuits(RLC circuit,diode,transistor,FET,OP-AMP,digital basic 

circuits), the analog application circuits(RLC resonance circuit, filter circuit, amplifier circuit using transistor, OP-AMP 

application circuit, signal converter, signal generator) and the digital application circuits(combinational circuit, sequence 

circuit, system circuits) by PSpic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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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자동차공학(Automotive Engineering Major)

자동차 공학은 자동차 산업 안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공학자를 양성하는데 주된 교육 목적이 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기계 공학과 IT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교육목표

2017.02.01 동의대학교 IT융합부품고재공과대학 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 자동차공학 개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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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자동차공학 (Automotive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내연기관(500825)

Internal Combustion Engine

연소의 기초이론, 각종 연료의 연소방법 및 연소과정, 가솔린 및 디젤기관의 성능, 연료 공급 장치, 윤활 및 냉각장치, 전기장치 

등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The main goal of this coursework is to understand principle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he course includes basic 

theory of combustion, several combustion methods depended upon fuels, performance of gasoline engine and diesel 

engine, fuel supply system and etc.

● 열전달(502538)

Heat Transfer

열전달의 개요 및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정상 및 과도열전도, 강제대류 및 자연대류, 그리고 표면 사이의 

복사열전달에 대한 원리 및 기본방정식을 학습하여 다양한 형태의 열전달 관련 문제에 이를 적용하여 그 해결 능력을 익힌다.

Studies on concepts of heat transfer and related principles of physical phenomena, steady and transient heat conduction, 

forced/free convection heat transfer, and radiation heat transfer between surfaces.

● 유체역학(502776)

Fluid Mechanics

액체, 가스, 플라즈마 같은 유체의 역학 및 힘을 다루는 물리학의 부류중 하나입니다. 유체역학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학문으로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유체정역학, 유체유동학, 운동량 원리, 관류 등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게 됩니다.

Fluid mechanics is the branch of physics that studies the mechanics of fluids such as liquids, gases, and plasmas and 

the forces on them. Fluid mechanics ha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automotive industry. This coursework help 

students to understand basic concepts of fluid statics, fluid dynamics, kinematics, finite control volume analysis so on.

● CAE모터설계및실습(509532)

Motor design and analysis using CAE and practice

본 교과는 전자기장의 기초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엑츄에이터 와 모터 이론 및 설계을 소개한다. 그리고 CAE software를 

통하여 실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 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중물리해석의 기반을 쌓는다.

The coursework introduces basic principles of electro-magnetics and theory and design of actuators including electric 

motors. The class provides a chance that students have experiences to perform multi-physics analysis using CAE 

software.

● 강건내구설계및실습(509557)

Robust design using CAE and practice

본 교과목은 여러 가지 실험 계획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CAE 응용을 다룬다. 여러 가지 실험 계획법은 반응표면법와 다구치 

방법을 포함한다. 자동차 부품 설계를 중심으로 CAE software과 실험 계획법을 이용하여 강건 설계를 진행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several statical methodologies including response surface method and Taguchi method and 

CAE applications using DOE (design of experiments). In order to perform robust design for automotive parts, this class 

provides an opportunity that students perform CAE software and analyze results of DOE.

● 공학응용프로그래밍및실습(509602)

Object oriented programming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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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기본 와 이에 대한 응용을 소개한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객체 지향 언어 (Python 또는 

Java, C++ 등)를 이용하여 그들만의 간단한 App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s for object oriented programming. The class helps students to 

be able to develop their own applications using an object oriented language such as python, Java, and C++.

● 미래형자동차(509708)

Introduction to future vehicles

본 교과목은 최신 미래 자동차에 대한 소개를 다룬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IVI, 그리고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교과는 미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부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상호간의 토론 형식의 포함되어진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recent trends for future vehicles. Currently, the major topics of the future vehicles are 

eco-friendly, In-vehicle Infotainment, and intelligent vehicle. This class let students to discuss about how to prepare 

automotive parts for the future vehicles.

● 생산신뢰성공학(509768)

Reliability engineering

확률 이론을 바탕으로 신뢰성 및 보수성의 기본 개념과 분석/평가하는 기법을 이론적으로 전개하여, 간단한 부품에서부터 복잡한 

System에 이르기까지의 신뢰성 문제를 분석/설계 및 검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해를 갖도록 한다.

Failure models and reliability functions, reliability evaluation, reliability testing, accelerating life test maintainability and 

availability.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ence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응용유체및실험(509908)

Applied fluid mechanics

검사 체적 접근법과 유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응용분야에 대한 적용이 소개된다. 파이프 유동의 층류 및 난류의 특성, 유량계측방법, 

외부유동 및 경계층 방정식, 항력 및 양력, 개수로 유동 및 자유표면 흐름, 압축성 유동 그리고 터보기계(원심펌프, 수차, 압축기)에 

대한 기초적 이론 등을 소개한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the advanced theories of fluid mechanics to describe pipe flow, laminar/turbulent flow and 

compressible flow

● 자동차CAD및실습(509933)

Computer-aided automotive design and practice

자동차의 설계에 사용되는 CAD 시스템의 기본 이론 및 응용 사례를 소개한다. 본 교과목의 목적은 두 가지 이상의 3D CAD 

softwares에 익숙해지고 이용하여 실무 능력을 갖추는데 있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3D CAD system for the automotive industry. The class 

helps students to be accustomed to using more than 3D CAD softwares and build their capabilities in the aspect of design.

● 자동차CAE응용(509934)

Applications of CAE for automotive industry

본 교과는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동차 분야에 다양한 CAE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산업 현장의 문제들은 간접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의 방향을 검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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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engineers are invited in this class, who are experts in the field of CAE. This class provides a chance that the 

seniors shares their skills and expediences with students and help students to build their own careers after graduation.

● 자동차공조시스템(509935)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본 과목은 기본 자동차 공조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 된다. 공조 시스템의 목적은 차량안의 공기를 깨끗이 하게, 뜨겁게, 환기 

또는 제습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구성 요소 및 구성 방법을 다룬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basics of HVAC (Heating Ve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The goal of HVAC is to clean, cool, 

heat, regulate, ventilate and dehumidify the air entering the cabin. The class explains about components of HVAC and 

organization of these components.

● 자동차동역학시스템(509936)

Vehicle dynamics

본 교과는 자동차 동역학에 대한 기본 소개를 다룬다. 타이어, 자동차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힘, 직선 움직임의 동역학, 측면 

움직임에서의 동역학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 된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basic principles of vehicle dynamics. The class includes following topics; tires, forces acting 

on a vehicle, dynamics of linear motion, dynamics of lateral motion and so on.

● 자동차부품개발설계(509937)

Design and development of automotive parts

본 교과는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동차 분야에 다양한 CAD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산업 현장의 문제들은 간접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의 방향을 검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Senior engineers are invited in this class, who are experts in the field of CAD. This class provides a chance that the 

seniors shares their skills and expediences with students and help students to build their own careers after graduation.

● 자동차부품설계및실습(509938)

Design of Automotive parts and practice

본 교과는 기본적인 회로이론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전장 부품은 기동 전동기, 

경음기, 냉각 팬, 발전기, 전조등, 미등, 번호등, 정지등, 와이퍼, 도어로그 파워 위도우, 점화 장치, 난방 장치 등이 포함된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basic principles of electric circuit theory and examples of automotive electronics. The class 

give a chance of students to handle several automotive parts such as starting motor, horn, cooling fan, head light, so on.

● 자동차센서및실습(509939)

Automotive sensors and practice

자동차 시스템에 실장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를 배우게 된다. 이 센서들을 Micro-controller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법을 배운다. 

학생들은 이러한 센서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응용 방향에 대하서 고민하며 배움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센서의 종류로는 광, 기계적 

센서, 초음파센서, 자기센서, 화학적 센서, 압력 센서, 유압 센서, 응력 및 스트레인 센서가 포함된다.

The course focuses on sensors controlled by a micro-controller unit for the vehicle system. Using the micro-controller, 

students will learn applications and handling methods of various sensors such as  optical, mechanical, ultrasonic, 

magnetic, chemical, pressure, flow tate, stress, and strain sensors.

● 자동차소음진동및실습(509940)

Mechanical vibrations for vehicles and practice

차량 진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시간을 가진다. 자유진동, 조화응답, 감쇠 등이 포함된다.

This coursework provides the theories of mechanical vibrations for vehicle systems: harmonic motion of free and force 

vibrations for one and multi-degree-of-freedom systems , concept of resonance, transient and steady state motions, and 

design of vibration iso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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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신호처리(509941)

Signal processing in automotive engineering

엔지니어들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계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본 과목은 이 전기적 신호를 

다양한 원리 (증폭, 감쇠, 필터 등등)를 통하여 신호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학생들은 자동차 신호 처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Engineers could easily manipulate electrical signals transformed from mechanical signals of vehicles. This coursework 

introduce several methodologies (amplification, attenuation, filtering so on) for signal processing. This class helps students 

to be able to build their abilities to handle signals generated from vehicles.

● 자동차재료(509942)

Automotive materials

금속, 세라믹, 폴리머, 복합재료의 구조/특성, 응용분야, 재료의 강화기구, 기계 자동차공학에 관련한 재료응용 사례

This course introduces automotive materials such as metal, ceramic, and polymer, and composite materials.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are studied for automotive parts.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Major capstone design

자동차 공학의 전공 이론과 실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자동차부품에 대한 개념설계, 요소설계, 상세설계 등의 설계절차를 학습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팀워크와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Studies a systematic design procedure for a creative automotive parts or components such as conceptual design, element 

design, detail design, based on theories and experiments of automotive engineering. Drives design capability and 

teamwork through the manufacturing of prototypes.

● 전산구조해석설계및실습(509971)

Computer-aided analysis of mechanical structures and practice

유한요소법의 기초 이론 및 이를 이용한 CAE software 이해와 활용을 다룬다. 본 교과의 목적은 학생들이 CAE software의 활용에 

있어 기반을 다지는데 의의가 있다.

This coursework introduces basic principles of finite element analysis and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basic examples of 

CAE (Compute aided engineering) software. Moreover, the class helps students to establish their fundamentals in the field 

of 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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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Division of Industrial Convergence Systems Engineering)

◎ 전공핵심

● 공업수학(400044)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으로서 함수와 극한, 미분, 적분, 급수와 계열, 벡터, 행렬을 다룬다.

Basic calculus for engineering; functions and limits, derivatives, integrals, series and sequences, vectors and matrix.

● 3D프린팅(401496)

3D printing & Practice

본 과정은 3D 프린팅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에게 공학분야에서 3D 프린팅의 활용을 위한 기본 원리, 

프로세스, 제조 응용 등을 교육하고, 3D 프린팅 실습 과제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교육에 3D 프린팅 이해와 응용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Pursues to educate theory and practice of 3D printing technology. Studies basic principle, process and manufacturing 

application for the utilization of 3D printing in the engineering areas. Drives 

the improvement for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bility of 3D printing in the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through a 

practical task.

● ICT융합기술론(401500)

ICT Convergence Technology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창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ICT융합기술의 핵심기술들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빌리티서비스 등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와해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작용함을 

이해하고, 융합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을 재조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delivers the concept of ICT convergence core technology to students, which make a fundamental change to 

the value creation process of product and service. Understanding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Mobility service as 

disruptive technology leading the paradigm shift of industry, students can have more improved insight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convergence.

● 기초프로그래밍및실습(401526)

Fundamental Programming & Practice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형, 연산자, 

제어흐름, 함수, 포인터, 배열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한다.

Introduces the general programming language skills that is used the standard programming language. We also study and 

practice data types, operators, control flow, pointer, array, etc.

● 데이터정보학입문(401531)

Introduction to Data Information

통계학의 정의 및 응용분야를 소개하고, 자료의 요약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숙지시킨다. 그리고 확률에 대한 기본개념, 원리 및 

이론을 학습하고, 확률분포 이론, 표본분포에 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definition of statistics and an applied field and acquaints with various techniques for a summary of 

data. And it covers a basic concept about probability, a principle and a theory. Also it deals with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theory, sample distribution.

● 산업체탐색(401554)

Indust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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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의 이해와 특정 분야 산업체의 특징을 사전에 파악한 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Students understand current industrial trend and a specific company. They do the research before and after visiting.

● 생산시스템입문(401555)

Introduction to Production System

본 교과목은 최신 생산/제조 시스템의 운영 및 설계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본 개념을 다룬다. 특히,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생산운영관리(POM)의 역할과 POM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s underlying the design and operation of contemporary 

production/manufacturing systems. Emphasis is placed on importance of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POM) 

to the overall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of a firm. In addition, this course introduces some specific POM methodology 

and tool used to manage and enhance a firm's operations and production.

● 코너스톤디자인(401601)

Cornerstone Design

공학인이 갖추어야 할 융합 소양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론 강의와 작품 설계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공학인의 정의 및 필요한 능력, 제안서 및 기술 보고서 쓰는 법, 프로젝트 추진법, 팀워크를 통한 공동개발법 등을 경험하고 

공부한다.

Constitutes theoretical lecture and design experiment for improving the basic accomplishments of academic convergence 

and creative design abilities as an engineer. Introduces the writing methods of proposals and technical reports. 

Experiences the drive idea of projects and cooperative developments.

◎ 전공심화

● 컴퓨터네트워크(503884)

Computer Networks

디지털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디지털 통신 이론에 대한 기본 모델, OSI 7계층 모델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계층에 대한 관련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인 TCP/IP를 다룬다. 나아가 컴퓨터들 간의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LAN을 비롯하여 MAN, B-ISDN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It is for the basic model on the network based on the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theory of the digital 

communication. It is also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OSI 7 layers  model, the related protocol of each layer, 

and TCP/IP which is the protocol to be used on Internet. It also covers LAN, MAN, and other topics on the advanced 

network.

● 품질경영(504116)

Quality Management

본 강좌는 품질경영의 역사 및 철학, 품질비용, 사내표준화, KS, ISO 9000, 규격과 공정능력, 측정시스템분석, 품질혁신활동, 

품질분임조,  6 시그마, Single PPM 등을 다룬다.

Topics include history and philosophies of quality management, quality cost, standardization, KS, ISO 9000, process 

capability analysis, measurement systems analysis, quality improvement tools, quality circle, 6 sigma, Single PPM etc.

● 확률및통계(504597)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론에서는 기초확률이론, 확률변수, 기댓값, 분산, 표본분포 등에 대하여 학습하며, 통계에서는 추정 및 가설검정,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을 다룬다. 아울러 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s of statistics, such as basic probability theory, random variables, 

expectations, variances, and various sample distributions. It also covers parameter estimation, hypothesis testing, 

regression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students will learn how to use R software and how to analyze the 

statistical problems b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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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및실습(508243)

Database Theory and Practice

이 교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과 구조를 학습하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 구현, 활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모델링, 관계대수, SQL, 정규형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며, 객체관계 데이터 

모델,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database system, and covers theories on design,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in relational data model. This course focuses on data modeling, relational algebra, SQL and normalization in 

relational database system. Object relational data model and object-oriented data model are also introduced in this course.

● 객체지향언어및실습(509558)

Object Oriented Language & Practice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근본적인 개념들인 클래스, 멤버변수, 멤버함수, 데이터 추상화, 인캡슐레이션, 상속성, 동적바인딩 등을 

상세히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about object-oriented programming such as class, member variable, 

member function, data abstraction, encapsulation, inheritance and dynamic binding.

● 경제성분석(509574)

Engineering Economic Analysis

경제성분석은 연구개발, 설계, 제조, 생산, 건설, 또는 시스템 개선 등의 공학 활동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되는 여러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비용과 가치라는 경제적 요소들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을 다루는 

교과목이다. 공학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현금흐름과 화폐의 시간적 가치, 대안 비교방법, 손익분기점 분석, 감가상각과 세금을 고려한 세후분석, 설비대체 분석 등을 

다룬다.

This is an introduction to the basics of economic analysis for decisions in engineering design, manufacturing, 

manufacturing equipment, and industrial projects. It deals with time value of money, cash flow analysis, cost of capital, 

return on investment, elements of cost and cost estimation, break-even analysis, decision making among alternatives, 

effects of depreciation, and equipment replacement analysis.

● 빅데이터입문(509750)

Introduction to Big Data

빅데이터 입문은 이후에 학습할 빅데이터분석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하기 위한 개론이다. 빅데이터의 기본개념, 빅데이터분석(예: 

사회네트워크분석,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등)과 빅데이터기술(하둡, 맵-리듀스 등)에서 다룰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각 종 내용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for the big data analysis and big data technique that will be studied in after the semester. In this 

course, we manipulate various contents concerning with the big data analysis(social network analysis, text mining, data 

mining etc.) and big data technique(hadoop, MapReduce etc.).

● 융합정보통신(509904)

Integrated Telecommunication

본 과목은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본구조, 기술 및 운영과 진화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학습내용에는 음성,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의 전반에 대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적 내용이 포함된다.

Upon completion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architecture, technology, operation, and evolution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This  includes wireline and wireless networks for voice telephony, data, and multimedia 

services. Students will be exposed to key concepts, basic analysis techniques, design approaches, and engineering 

issues related to thes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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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산업ICT기술공학(Industry ICT Technology Engineering Major)

산업ICT기술공학전공은 산업에 필요한 ICT기술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산업ICT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공학과 IT공학의 체계적인 협력교육과 각 분야의 이해를 도모하여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산업용 ICT기술을 교육한다. 

특히, 산업분야에 필요한 ICT기술인 산업네트워크, 산업관리시스템, 산업플랫폼, 산업용 스마트디바이스, 제조업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능력을 배양한다.

■ 교육목표

산업ICT기술공학전공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산업에 필요한 컴퓨터 및 ICT 기술의 이론/실무능력을 갖춘 ICT융합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7학년도 개설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네트워크,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산업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로 구성한다. 산업ICT기술공학전공은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의 생산정보기술공학 전공과 같이 신입생을 

선발하며, 1학년~2학년 과정은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산업ICT기술공학전공/생산정보기술정보공학)로 학부제로 운영하며 

3학년부터 산업IC기술공학 전공으로 전공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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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산업ICT기술공학 (Industry ICT Technology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가상현실(500029)

Virtual Reality

이 과목은 가상현실의 개념 이해와 가상현실 실험 환경에서 개발 방법을 배운다. 또한 이 과목은 멀티미디어통신과 기기간 효율적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가상현실 환경을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abou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virtual reality and the role of narrative in virtual reality simulations. 

Also, this course forces on improving the ability to create effective interactive, multimedia communication and learning to 

construct an environment (real or virtual) which communicates clearly through the use of space, time, sound and lighting.

● 고급프로그래밍언어(500342)

Advanced Programming Languages

이 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의 고급 기능을 학습한다. 특히, 고급프로그래밍언어는 시스템지향, 

객체지향, 기능, 로직 프로그래밍언어를 고려한 향상된 방법을 배운다. 또한 구현 방법도 함께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discuss advanced concept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In particular, 

this course studies about advanced programming scheme considering system-oriented, object-oriented, functional, and 

logic programming languages. The course will also cover implementation issues

● 네트워크프로그래밍(500830)

Network Programming

이 과목은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을 배운다. 특히, 통신프로토콜의 트렌드 이해, 소켓프로그래밍 기법,  어떻게 

네트워크 개발이 완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programming aspects of computer networks.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of communication protocols, socket programming, and to understand how network protocol is done. Also, it 

will cover the network programming in both wired networks and wireless networks.

● 소프트웨어공학(502098)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공학은 객체지향 설계에서 사용되는 과정 및 패턴을 학습한다. 특히, 객체지향 설계에서 사용되는 패턴 학습을 통해 

고품질의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studies about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and design patterns used in the object-oriented design phase. In 

particular, the ability to develop high quality object-oriented software is improved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design 

patters used for the object-oriented analysis and design.

● 알고리즘(502439)

Algorithm

이 과목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주제는 욕심장이 방법, 분할정복, 동적프로그래밍, 퇴각검색, 분기한정 등의 

알고리즘적인 기법의 분석과, 몇몇 잘 알려진 알고리즘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이러한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교육한다.

This course is to design and analyze algorithms. Topics include the analysis of algorithmic strategies (such as greedy 

methods, divide and conquer strategies, dynamic programming, backtracking, branch and bound) and some well known 

algorithms.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studying the correctness and efficiency of these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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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502935)

Artificial Inteligence

이 과목은 지능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며, 퍼지 논리의 기본과 신경회로망의 기본 원리 및 학습 구조 등을 배운다.

This course studies about a brief introduction to intelligent systems and deals with the fundamentals of fuzzy logic and the 

basic principles and the learning structures of neural networks, and so on.

● 자료구조(503125)

Data Structure

이 과목은 C++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하여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고 쓰기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설계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about methods of representing and manipulating data withing a computer by using the C++ language. 

Student learns the problem solving skills necessary to write and read complex computer programs, and to make important 

design decisions.

● 모바일프로그래밍(506628)

Mobile Programming

이 과목은 모바일 플랫폼을 이해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방법에 관해서 배운다.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등의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응용의 프로그래밍 과정을 실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about platforms of mobile devices and developing scheme of mobile applications. And the course 

deals with the practice for programming the various applications on the mobile operating systems such as iOS and 

Android.

● CPS(509534)

CPS & hologram

이 과목은 CPS를 위한 기본 개념과 개발 툴을 학습한다. 특히, continuous-time & discrete-time systems, finite state 

machines, stateflow, timed & hybrid automata, concurrency, invariant, linear temporal logic, verification, numerical 

simulation을 위한 모델링, 분석툴 등 CPS 개발에 필요한 이론 등을 학습한다.

Basic concepts and tools for the study of cyber-physical systems, including modeling and analysis tools for 

continuous-time and discrete-time systems, finite state machines, stateflow, timed and hybrid automata, concurrency, 

invariant, linear temporal logic, verification, and numerical simulation.

● 머신러닝(509693)

Machine Learning

이 과목은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 기술, 알고리즘 등을 학습한다. 특히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hidden Markov 

models, Bayesian network과 같은 기초 지식을 다룬다.

this course on machine learning which gives an overview of many concepts, techniques, and algorithms in machine 

learning, beginning with topics such as classification and linear regression and ending up with more recent topics such as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hidden Markov models, and Bayesian networks.

● 빅데이터시스템(509748)

Big Data System

이 과목은 대용량 데이터(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를 위해 분산처리기법, 분산데이터베이스, 

분산파일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 빅데이터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분산프로그래밍, 빅데이터의 

분석기법(데이터마이닝) 등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will learn about the system configuration for processing large amounts of data (Big Data). For this, this course 

learns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s, distributed databases, distributed file systems, data warehousing, big data 

management for data, big data processing platform distributed programming, analysis of big data techniques (data mining)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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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509754)

Internet of Things

이 과목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과 응용을 소개한다. 특히, 사물인터넷 구조,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소개하고 간단한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물인터넷 개발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teaches the general theory and applications of IoT. In particule, the course addresses IoT network 

architecture, variable IoT service and IoT technologies and learns IoT development scheme by developing simple IoT 

application service.

● 산업네트워크(509757)

Industry Network

이 과목은 산업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및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Top-Down fashion을 기반으로 산업네트워크 구조, 산업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구현 기술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underlying concepts and principles of Industry network. Based on Top-Down fashion, this 

course teaches Industry network architecture, variable industry network protocols for developing industry network service 

and implementation technique.

● 산업디바이스프로젝트(509758)

Industry Device Project

이 과목은 사물인터넷을 위한 라즈베리파이 기반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 솔루션들을 소개한다. 특히, 다양한 산업환경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법 등을 중점 강의한다.

This course is an entry level introduction to developing and deploying basic device solutions using a popular device, the 

Raspberry Pi for the Internet of Things. It will focus on capturing data from a trusted device and sending the data to a cloud 

platform, such as a trial version of the cloud-based IBM Watson IoT Platform, where it can be exploited by the many 

industry services available.

● 스마트디바이스(509808)

Smart Device

이 과목은 아두이노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소형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물리적 공간을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 방법을 배운다. 특히 학생은 오픈소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동작시키는 방법과 쉴드에 

관해서 배운다. 추가적으로 C 코드를 사용하는 플랫폼 프로그래밍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scheme to use an open-source small computer hardware/software platform for building digital 

devices and interactive objects that can sense and control the physical world around them. In particular, student will learn 

how the open-source hardware/software platform and shields works. Also, the course will cover programming the platform 

using C code

● 오픈소스SW응용(509878)

Open-source SW application

이 과목은 오픈소스SW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학습한다. 특히, 전통적 오픈소스SW 개념과 기술을 이해하고 최근 

오픈소스SW 활용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application development utilizing open- source SW. In particular,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technology of traditional open-source SW and learn the latest programming technologies based on 

open-source SW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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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임베디드OS(509929)

Embedded OS

본 과목에서는 리눅스 기반 임베디드 운영체제와 리눅스커널분석, 커널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배운다.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리눅스 프로그래밍도 함께 배운다.

This course learns about the embedded Linux based embedded operating system including kernel analysis and kernel 

programming. And this course also learns Linux programming to apply to embedded systems.

● 임베디드SW(509930)

EmbeddedSW

이 과목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리눅스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임베디드SW의 실시간, 

신뢰성, 하드웨어 최적화를 위한 임베디드 SW 활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learn about the Linux based application development that can be used in embedded systems. 

Understanding of such real-time, reliable, and optimized hardware of embedded SW and learning.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Capstone Design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은 학생의 창의력, 실무, 팀워크, 의사소통 등의 훈련을 통한 설계 및 구현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설계 주제 선정 방식은 팀 회의를 통한 학생 자발적 선정, 기업체 제시에 따른 선정, 교수 지정에 따른 선정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설계 주제 내용은 가급적 혁신적인 수행을 목표로 경제, 환경, 산업표준, 응용 등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Capstone Design imagine the value of the student, the student's hands, teamwork, the ability to design and evaluate 

operations necessary to communicate.

Topic selection methods are subjects operating system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project to activities under voluntary 

student and teamwork, business presentation, teaching assignment.

Perform an innovative economy, environment, industry standards, the application of such a major work of art in progress 

centered on practical aesthetics efficiency.

● 클라우드컴퓨팅(510018)

Cloud Computing

본 과목에서는 병렬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기술과 응용체계들에 대해 학습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클라우드 시스템모델, 클러스터링,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환경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learns about the support services available parallel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application systems. 

Details are discussed in the overview of cloud computing, cloud system model, clustering, virtualization, and cloud 

programming experience, etc.

● 플랫폼기술(510039)

Platform Technology

이 과목은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산업플랫폼 기술 개발 방법을 배운다. 특히, 사물인터넷 서버 플랫폼인 openMobius와 

사물인터넷디바이스 플랫폼를 Cube 등과 다양한 디바이스 플랫폼 통해 산업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about the development of industry Platform based on IoT Platform with the standard IoT server 

platform, such as openMobius and IoT device platform, such as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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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생산정보기술공학(Production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Major)

급변하는 정보화와 산업고도화에 따른 시대적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유용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획득,분석하고 

생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요구되는 컴퓨터, 정보및시스템에 대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생산정보기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분석, 운영,관리할수있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및빅데이터 분석전문가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ICT 분야와 생산시스템을 접목시켜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 공학적 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론과 실습의 효율적 연계교육을 통해 공학지식을 산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산업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폭넓은 산업 적용 능력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다학제 전문지식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산업경영 전반에 있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수있는 인력을 

양성한다.컴퓨터의 활용을통한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분석능력을 함양시켜,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산업경영공학과

1980년 공업경영학과 신설

1982년 산업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1991년 산업대학원 생산기술공학과(기계공학, 산업공학전공) 개설

1993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개설

1995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개설

1998년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편성 운영

2002년 정보산업공학으로 학과명칭 변경

2003년 정보산업공학과로 명칭 변경(학부제에서 단독학과)

2005년 산업경영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데이터정보학과

1983년 계산통계학과 신설

1986년 전산통계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1995년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

1999년 수학⋅컴퓨터통계학부로 편성 운영

2000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개설

2003년 정보통계학과로 학과명칭 변경(학부제에서 단독학과)

2006년 데이터정보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2017년 산업경영공학과와 데이터정보학과를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생산정보기술전공으로 통합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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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생산정보기술공학 (Production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Major)

◎ 전공심화

● 경영과학(500237)

Management Science

본 교과목은 선형계획법과 네트워크 이론을 포함하는 주요 최적화 기법에 관해 학습한다. 학습내용에는 최적해법, 쌍대이론 등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정보통신, 생산/제조 등 현실시스템에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형화 및 설계 능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본 교과목에는 엑셀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모델링 및 해법에 이용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cover a broad spectrum of topics on optimization theory, including linear 

programming and network theory. We cover the basic material such as the simplex method and duality. But a lot part of the 

course will be devoted to the modeling power of linear programming and its applications particularly in Engineering and 

Business disciplines such as telecommunication, manufacturing, supply chain, finance, marketing etc. We will use EXCEL 

or related software for modeling and solutions.

● 다변량데이터분석(500857)

Multivariate Data Analysis

여러 개의 확률 변수에 관한 관측 값인 다변량 자료의 분석을 통계적 방법으로 다루며, 행렬대수학의 기본지식을 사용하여 다변량 

정규분포, 주성분 분석, 인자분석, 판별 분석, 정준 상관 분석, 군집분석을 다룬다.

This course with statistical methods for describing and analyzing several variable data. The methodolo-gical tools are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principle analysis, factor analysis, discrimination,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ith knowledge of matrix algebra.

● 데이터마이닝(500890)

Data Mining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a methodology that search the relation, a pattern, a rule existing from data of a mass and make a 

modeling. And it covers a series of process extracting useful knowledge by using a computer statistical package.

● 신뢰성공학(502323)

Reliability Engineering

확률 이론을 바탕으로 신뢰성 및 보수성의 기본 개념과 분석/평가하는 기법을 이론적으로 전개하여, 간단한 부품에서부터 복잡한 

System에 이르기까지의 신뢰성 문제를 분석/설계 및 검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해를 갖도록 한다.

Failure models and reliability functions, reliability evaluation, reliability testing, accelerating life test maintainability and 

availability.

● 실험계획법(502381)

Design of Experiments

실험의 효율적인 계획 방법, 즉 인자 선택, 수준의 결정, 실험 결과의 통계적 분석 이론에 대해 다룬다. 주요 내용은 일원배치법, 

다원배치법, 난괴법, 분할법, 지분실험법, 일부실시법, 교락법, 직교배열표에 의한 실험계획법, 다구치 방법 등이다.

Fundamental theory, concepts and procedures required for experimental design,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model 

building, with emphasis on engineering formulations and applications. Topics include one-factor experiments, Latin and 

other squares, factorial experiments,  fractional factorial experiments, blocking in factorial designs, experiments using 

orthogonal array, and Taguchi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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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마이닝(502711)

Web Mining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의 사용자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웹상에서 얻어 지는 자료는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얻어지는데 이러한 자료를  웹 로그 데이터라고 한다. 이러한 웹 로그 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그 

내용으로서는 웹 로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되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실제 

응용과 적용사례를 통하여 웹 마이닝의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 user of the Internet increases according to a computer growing up, and data of various forms are got in a great number of 

fields using Web is called Web log data. This course deals with the ability that can analyze this Web log data and how to 

be generated, and how to be utilized. It covers a method in order to be able to acquire a technique of Web Mining through 

actual application.

● 통계적품질관리(503998)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통계적 품질관리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주요 내용은 측정시스템분석, 공정능력분석, 관리도, 

샘플링검사, 강건설계 등이다.

Statistical quality  control is a method of quality control which uses statistical methods. Topics include measurement 

system analysis, process capability analysis, control charts, acceptance-sampling plans, robust design.

● 기술경영(505760)

Technology Management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획득․관리․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지적재산의 획득과 보존, 기술가치평가, 기술전략 및 실행, 

기술혁신과 기업전략, 조직의 설계와 운영에 관련된 기술경영의 최근사례와 이론, 경영기법 등을 다룬다.

The methods of acquisition,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are effectively learned by treating various theories 

and examples of which are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Intelligence property, the valuation of technology. the 

technolog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erprise strategy, and  the design and 

administration of organization, etc.

● 의사결정설계및분석(506076)

Design & Analysis of Decision Making

생산, 정보통신 등 현실 시스템의 성능 분석 및 예측활동에 필요한 확률 및 경영과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첨단 산업 시스템의 설계/관리 기술능력 및 시스템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you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OR theories, including stochastic processes, forecasting, 

simulation etc., and its application for optimal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manufacturing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 6시그마(508525)

Six Sigma

6시그마 경영혁신의 배경 및 개념과 통계적 이론과 방법들을 적용한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DMAIC) 등의 추진전략을 

배우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적응력을 기른다.

Six Sigma is a methodology to improve the process performance, decrease variation and maintain consistent quality of the 

process output. This course introduces the six sigma methodology; History of six sigma, DMAIC(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and control) procedure for problem solving.

● 컴퓨터시뮬레이션및실습(508710)

Computer Simulation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혀서 생산 현장 및 물류시스템, 공공시스템 등의 

실제 문제의 모델링 실습,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의 분석 방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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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computer simulation methodology and simulation software like Arena. Students 

will learn how to apply this simulation method and use tools to improve real systems such as production, logistics, service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 빅데이터분석(509176)

Analysis of Big Data

최근 빅데이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많은 데이터가 발생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 지에 

대해서 빅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또한 SAS, R 등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하여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빅데이터분석의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Big Data play recently an important part role for obtaining useful information by using big data generating in many fields of 

industry as well as government. In this course, how big data is used in some field, we deal with the overall contents for a 

big data analysis whether performed through a certain process. In addition,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educate experts in 

Big Data analysis by using a variety of exercises for the processing of big data packages as SAS, R, etc.

● SCM(509543)

Supply chain Management

전체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공급사슬망의 설계, 계획,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공급사슬망의 분석, 설계, 수요와 조달관련 

예측과 계획, 재고 보충과 관리, 외주관리, 수.배송 및 가격결정, 불확실성의 최소화와 비용절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공급사슬망의 상호협력 방안과 합리적 수준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major issues in supply chain management, including: definition of a supply chain; role of inventory; 

advanced production-inventory models; supply contracts; bullwhip effect and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데이터시각화(509652)

Data Visual ization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의 

시각화는 일반통계학적 측면과 빅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일반 통계학적 측면에서의 시각화는 탐색적자료분석의 

일환으로 다양한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등에서 사용되는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도록 한다.

Data visualization can be more exactly comprehend it by grasping a feature inherent in data. This course is manipulated in 

aspect to general statistics and big data analysis. The visualization in aspect to general statistics provides graphs to 

analyze general statistical data. And the visualization in aspect to big data provides graphs used in big data technique like 

SNA, textmining and data mining etc..

● 생산운용관리(509769)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생산/제조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것으로 관련 최신 기술 및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본 교과목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유용한 POM 분야로 알려진 공장/공정 계획, 생산시스템 설계 및 계획, 재고관리, 수요예측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는 이론적인 

방법론과 도구에 대해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examines the subject of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POM) and discusses the related advanced 

technologies and the detailed methodologies. In addition, this course focuses on specific tools used to manage and 

enhance a firm's operations and production, such as facility layout, product design, aggregate planning, inventory 

management, and forecasting.

● 스마트제조시스템(509813)

Smart Manufact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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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시스템은 제품개발, 생산, 유통, 물류 등 전체 제조단계에서 도면, 설비, 자재, 작업자, 서비스 등이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생산성, 품질과 원가,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지능화된 유연생산시스템을 뜻한다. 본 강좌에서는 스마트제조시스템 개요, 실시간 4M 모니터링 및 제어, 공정품질 예측 및 

공정제어, 상태기반 유지보수 운영 최적화, 가상/증강현실 기반 작업지원, 가치사슬 연계 물류 최적화 등을 다룬다.

Smart Manufacturing are systems that are fully-integrated, collaborative manufacturing systems that respond in real time to 

meet changing demands and conditions in the factory, in the supply network, and in customer needs. Topics include 

introduction to smart manufacturing systems, real-time 4M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process quality prediction and 

process control, optimal maintenance based on real-time machine status data, oper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VR/AR, 

logistics optimization, etc.

● 예측분석론(509877)

Prediction Analysis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함수관계를 찾아내는 통계적방법인 회귀모형 및 시계열 자료의 예측모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예측모형식의 

추정 및 검정, 그리고 이를 통한 예측방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methods and applications of fitting and interpreting the regression model and time 

series models. Topics include the transformation of data and examination of residuals.

● 융복합캡스톤디자인(509903)

Converging Capstone Design

다른 학부 또는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여 완성품을 

발표한다. 제안서, 문헌 조사, 제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진행해 본다.

Different majored students make their own items as a projects. They learn how to conduct full processes; preparing 

proposals, patent map drawing, design, making, evaluating and reporting.

● 전공캡스톤디자인(509959)

Capstone Design

이 과목은 학생들이 팀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생산정보기술공학의 제반이론을 산업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종합설계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목을 통하여 팀원 간의 의사소통 및 발표능력도 향상시키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capstone design capabilities of applying Production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theories to industrial fields through team project practices. The course emphasizes written technical 

communications and introduces oral presentations.

● 제조원가관리(509987)

Accounting and Cost Control

부기의 개념, 자산과 자본, 계정조직, 장부 구성, 손익 계산 및 결산 방법, 법규, 회사의 종류 및 그 특성, 회계 방법 및 재무제표, 

그리고 제품의 생산에 따른 원가의 계산 방법 등을 다룬다.

As an introductory accounting course, it surveys the structure of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treatments of 

individual accounts, the reporting proces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job order & process cost accounting systems.

● 통계자료분석및실습(510029)

Statistical Data Analysis & Practice

공학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과 해석을 다룬다. 통계자료의 분석과 정리, 통계적 추정 및 검정, 회귀분석, 통계적 공정관리 

기법, 실험계획법, 비모수통계 등의 통계적 분석 방법을 다루고, 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용법과 결과의 해석에 중점을 둔다.

Analysis of engineering and technical data and interpretations of computational results. Topics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 process control,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nonparametric methods. Emphasis on the use of statistical softwar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results.

● 벤처창업론(9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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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Vencure Creation

벤처기업의 개념과 환경, 창업을 위한 전략과 절차 및 창업보육센터, 경영을 위한 전략 및 주식옵션제도,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의 

육성정책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venture business. It includes the strategies and procedures for venture business, 

the role of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administrative strategies for venture businesses, the venture capital, the 

stock option, and government policy for ventur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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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공과대학(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은 진리, 정의,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과학과 공학기반 교육 및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와 고도산업 기술사회가 요구하는 최신 공학이론과 실험 · 실습을 결합한 현장 적응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공학교육을 실시한다. 창의적인 기술개발 능력과 응용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 

기술인과 유능한 공학도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공과대학은 우리 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대학으로, 1979년 개교와 동시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설계학과 3개 학과의 

공학부로 출발하였다. 1980년에 공업경영학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산업경영공학과로 변경되었다. 1984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 공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85년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통신공학과는 현재 

정보통신공학과로 변경되었다.

1988년에 화학공학과를, 1992년에 컴퓨터공학과를, 1994년에 재료공학과를 신설하였다. 1995년에 컴퓨터공학과와 

정보산업공학과에 야간강좌를 개설하였으며, 1997년에 도시공학과를 신설하고 기계설계학과를 기계공학과로 변경하였다. 

1998년에 건축설비공학과와 멀티미디어 공학과를 신설하고 기계공학과에 야간강좌를 개설하였고, 1999년에 학부제를 전면 

실시하고, 건축학전공과 환경공학전공을 신설하였으며 정보통신공학과에 야간강좌를 개설하였다.

2000년에 소프트웨어공학전공을 신설하였으며, 2002년에 건축학전공을 5년제 건축학과로 분리개편하고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영화영상공학전공, 생명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2003년에 정보소재공학전공을 신설하였다. 2004년에 정보산업공학전공 야간강좌를 

폐지하였으며 2005년에 영화영상대학을 신설하여 멀티미디어공학전공과 영화영상공학전공을 이관하였다. 20006년부터 공과대학 

전체의 야간학부가 폐지되었고 학부제가 폐지되고 학과 단위로 환원되면서, 정보산업공학과가 산업경영공학과로, 

소프트웨어공학전공이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로, 정보소재공학전공이 나노공학과로, 재료금속공학전공이 신소재공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고, 조선해양공학과가 신설되었다. 2010년 나노공학과를 융합부품공학과로 변경하였다.

2014년에 공과대학은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명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로 나머지 학과들은  ICT 공과대학으로 분리되었다.

 2017년부터 공과대학은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되었으며, 건설공학부, 바이오응용공학부, 화학환경공학부 

학부제와 조선해양공학과로 변경 개편 되었다.

현재 공과대학은 11개 학과로 입학정원은 560명이다. 이미 배출한 22,000여명의 졸업생들은 전문기술인으로서 각 분야에서 성실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공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60여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최첨단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충실하고 

수준 높은 강의와 실험 · 실습을 통해 유능한 공학인을 양성 중이다.

한편 산업기술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우수 연구소 및 교토대학 에너지 이공학 연구소 등의 해외 

연구소와의 학연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산학협력 컨소시움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벤처기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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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건설공학부 (Division of Urban,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 전공핵심

● 건설공학개론(401505)

ntroduction to constructive engineering

건설공학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습득한다. 특히 본 과목은 토목, 건축,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기초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의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도시의 건전한 발달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학 계획 기법 및 계획 과정을 습득하도록 한다.

The subject is to give a lecture about basic theory of the constructive engineering. Specially, the subject is helping student 

study the constructive planning and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future. It is also giving student the systematic and rational  

planning procedure for making comfortable and sound environment.

● 건설구조의이해(401506)

Introduction to construction system

학생들에게 건설의 기술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와 실제 도시, 건축, 토목의 건설과정에의 주요한 흐름을 습득하고 

건설구조물에서의 힘의 의미, 하중의 상호작용 등의 기초적인 구조적 이해를 돕는다. 건설에 적용된 기술의 변화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설 구조물들의 형태와 각 요소의 구조적 역할을 학습한다.

As an introductory course to the structural analysi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the structural analysis are composed of 

the meaning of force  and the interaction of the load.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knowledge of changes in 

technology, the form of historical and significant construction structures, the structural role of each elements.

● 건설기초설계(401507)

Constructive basic design

본 과목은 건축, 도시, 토목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각 시설의 기능, 구조, 공간, 형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모형으로 각 시설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이러한 모형작업을 통하여 도시, 건축, 토목 구조물을 3차원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건설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설계도면, 토목설계도면, 건축설계도면을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교과목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을 제공 한다.

The subject gives a lecture on the basic design of architecture, city, and civil engineering. Student can have a experience 

in  making models to understand the mutual relation with function, structure, space, and form. It is also help student 

understand  city,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with a model as 3 dimension. Basically, all students need ability drawing 

urban plan, civil engineering plan, and architectural plan, therefore the subject offer them basic experience about drawing 

plan.

2017.02.21 15:18:591 / 1[Uca0402r]



교육목표 및 약사

건축학(Architectural Design Major)

동의대학교 건축학과는 부산지역의 고유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창의성, 심미성, 논리성, 기술성을 배양시켜 종합적 건축능력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의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도시건축의 맥락성, 지역성,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나아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고유성 강화에도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건축문화의 수용, 존중, 연대, 창조에도 

적극적 참여를 목표로 한다.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 및 인문학적 환경에 대한 이해, 지역의 발전 발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건축 및 도시 환경의 발달에 기여하는 건축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건축의 복잡성과 맥락을 이해하는 

건축인의 자세의 함양에 그 주 된 목적이 있다. 지역고유성의 유지와 창출능력을 위한 교육과정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 지역적 

범위를 세계의 다양한 도시로 확대하여도 그 도시의 고유성의 유지와 창출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세계적 인재로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교육목표

1979년 동의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건축공학과로 개설된 본 학과는 지난 30년간 건축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영남권을 

대표하는 건축계의 중심적 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0년, 학부 내에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및 건축설비학전공을 두는 건축학부제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2002년 3월 그동안의 축적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및 디자인 분야의 교육을 더욱 심화하고 특화시켜 미국이나 유럽의 건축학과 졸업생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건축가를 길러내기 위해 건축학전공을 5년제의 독립된 건축학과로 개편하였다. 본 학과는 2013년 3월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실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건축교육을 시행하는지를 검증 받았으며 당해 8월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하였다. 1979년 이후 본 학과에서는 2012년 현재까지 약23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2002년 이후 5년제 졸업생은 현재 300여명이 배출되었다. 이들 대다수가 서울 및 부산의 건설회사, 설계사무소, 

공무원, 학교 및 연구소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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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건축학 (Architectural Design Major)

◎ 전공핵심

● 친환경건축(300134)

Environmental Architecture

건축에서의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공부한다. 열, 빛, 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건조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국제적 사례들을 연구하여 설계에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1세기 건축환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전문인의 환경윤리와 건축인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다. 친환경건축의 실천을 위한 기본지식을 대지의 

맥락과 건물설계의 단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의 면에서 익히며 친환경 재료와 건설자재의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더불어 친환경건축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 과제에 대하여 강의, 토론, 사례발표를 병행한다.

Do and study design strategy for continuance possibility of environment to understand principle mode of life enemy in 

architecture.

Elements understand effect to get in quality of dry environment enemy such as heat, light, sound. Derive so that can study 

international rewards for architecture that architecture is possible and reflect this concept in design. As new paradigm for 

architecture environment the 21th century, is wholesome to environment and do development that architecture is possible to 

subject and recognize responsibility about

specialist's environment moral principle and architecture person's environment for earth environment conservation. Study 

about basis

knowledge for practice of architecture learning environment friendship enemy in terms of veins of earth and step of building 

design, energy frugality style architecture recycling of material and architecture

resources and waste disposal environment friendship enemy. Is abreast of policy for practice and fortitude about 

assignment of together environment friendship architecture, debate, example announcement.

● 건축과문화(401509)

Architectural and Culture

본 교과목은 건축과 문화와의 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건축은 우리의 일상의 환경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건축은 

물리적 환경과 맥락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기반과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동시에 묻는다. 이와 같은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건축을 인문학적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The subject is giving comprehensive deb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culture. Architecture is based on 

environment of everyday life. Architecture needs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context and cultural context. The subject 

also asks the environment and basis of humanities  to understand cultural context.

● 건축법규(500147)

Building Codes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 제법, 건축사법, 전문용역과 관련된 규약, 설계사무실 등 개업등에 관한 법을 인지하여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과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해설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Emphasizing on the fundamental theories of structural analysis, the students learn how to deal with the various and 

fundamental structural analysis problems regarding force flows and the deformation under the diverse external loadings.

● 건축설계Ⅰ(500154)

Architectural Design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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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학습 및 기술숙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기초단계의 연속과정이다. 재료의 성질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시공과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분석과 프로그래밍,  대지분석과 설계를 통한 단순한 건물의 

설계와 의사전달에 대한 최소한의 숙달능력을 배양시킨다.

The study deals with the correspo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ehavior and the architectural spaces, and has 

the students accustomed to the fundamental concepts of a habitation and the design of architecture with simple function.

● 건축설계Ⅱ(500155)

Architectural Design Ⅱ

환경,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학습 및 기술숙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기초단계의 연속과정이다. 재료의 성질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시공과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분석과 프로그래밍,  대지분석과 설계를 통한 단순한 건물의 

설계와 의사전달에 대한 최소한의 숙달능력을 배양시킨다.

The study deals with the correspo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ehavior and the architectural spaces, and has 

the students accustomed to the fundamental concepts of a habitation and the design of architecture with simple function.

● 건축설계Ⅲ(500156)

Architectural Design Ⅲ

정성적 기술을 사용한 단순하거나 복잡한 건물에 대한 사례분석, 개별적 혹은 협동과제, 전체적인 건물의 종합능력발전, 복잡한 

건물과 여러 개의 복합건물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배양과 더불어 단순한 건물의 완결된 설계능력의 숙달을 꾀한다.

The students will be practiced that the method of design to solve of the matter by deals with the level of mediocre buildings 

those has been compositional ability. The subject of design is to planning those cultural facilities, office buildings, 

education center, welfare facilities and others

● 건축설계Ⅳ(500157)

Architectural Design Ⅳ

정성적 기술을 사용한 단순하거나 복잡한 건물에 대한 사례분석, 개별적 혹은 협동과제, 전체적인 건물의 종합능력발전, 복잡한 

건물과 여러 개의 복합건물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배양과 더불어 단순한 건물의 완결된 설계능력의 숙달을 꾀한다.

The students will be practiced that the method of design to solve of the matter by deals with the level of mediocre buildings 

those has been compositional ability. The subject of design is to planning those cultural facilities, office buildings, 

education center, welfare facilities and others.

● 건축설계Ⅴ(500158)

Architectural Design Ⅴ

도시적 맥락에서의 복잡한 건물과 여러 개의 복합건물의 합성을 고려하며 기술적인 정보의 통합 과정으로써 복잡한 건물과 관련 

시스템의 전반적 통합능력을 숙달시키며 수송 및 교통, 도시계획과 건축의 사회적인 측면을 적극 이해시킨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mpletion of ability of architectural design studied 1,2,3 years. This course is purpose to be 

complete presentations in the works at panel. This course is to come under a thesis of graduation. Main subjects of work 

is complex buildings over the middle scale. Students is select main subject by oneself.

● 건축설계Ⅵ(500159)

Architectural Design Ⅵ

도시적 맥락에서의 복잡한 건물과 여러 개의 복합건물의 합성을 고려하며 기술적인 정보의 통합과정으로써 복잡한 건물과 관련 

시스템의 전반적 통합능력을 숙달시키며 수송 및 교통, 도시계획과 건축의 사회적인 측면을 적극 이해시킨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completion of ability of architectural design studied 1,2,3 years. This course is purpose to be 

complete presentations in the works at panel. This course is to come under a thesis of graduation. Main subjects of work 

is complex buildings over the middle scale. Students is select main subject by oneself.

● 건축설계Ⅶ(500160)

Architectural Design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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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건물의 설계,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강조한 과제를 다룸으로써 이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프로그래밍, 계획 및 설계, 구조, 

빌딩시스템, 조경설계 기타 관련 지식을 숙달시킨다.

It's studies is to inquiring those method of the planning and design synthetically, in three dimensions these form, scale, 

arrangement of the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connection to fit on particular conditions of the area by object of special 

district internal the city. Therefor, it's aim is to culturally enable creative ability to become more beautiful 

urban-environments.

● 건축설비(500167)

Building Equipment

실내 생활환경과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설비의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설비는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재설비, 승강장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는 건축설비가 건축계획이나 구조 및 시공 계획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t's aim is to culturally enable applicatory ability go through the practice and the devising of comfortable usefulness for the 

persons to stay in the room after exactly planning on efficiently those the electrical equipment, water supply, cold․heating 

and the electrical equipment be applicable to the internal facilities on the building.

● 건축시공(500185)

Construction Technology

실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건물 설계와 실재적 생산에 관계되는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건물이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습득하게 되고, 구체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의 원칙, 절차, 관리에 대해서 습득하게 된다.

The course offers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o master a technique for embodiment of an architectural design in which 

the economic activities to increase the value are comprehended, as well as a technique to estimate the cost and the 

amoun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 question rapidly and precisely.

● 건축실무(500189)

Professional Practices

다양한 조건과 문화 속에서 전개되는 건축사로서의 경쟁력과 책임감 있는 전문용역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 원칙, 프로젝트와 

관련된 적절한 지식을 지니도록 한다. 전문 용역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정 및 사무실 조직, 경영방법, 재정관리 등에 관해 이해한다. 도한 프로젝트 단계별 도면과 서류의 유형을 이해한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proper professional principals and proper knowledge required to be a competent and 

responsible architect in future society with various cultural conditions. It includes understand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an architect and learning project drawings and types of documents as well as office organization,business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 건축의장론(500193)

Theories of Architectural Design

건축형태의 기본원리와 조형이론을 습득하고,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요소들, 그리고 공간 관련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를 습득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의 능력을 배워 익힌다.

This course provides the discipline and theory of the architectural form and space. The students are taught inclusively 

about elements, factors and major thema which compose the architectural space, and they are expected to demonstrate 

creative capability in design.

● 건축환경(500210)

Architectural Environment

학생들이 환경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열, 빛, 음에 대한 과학적 기본원리를 연구하게 하며, 건물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기술을 

이해하도록 한다. 인간은 쾌적한 온도, 습도, 기류와 함께 안전하고 소음이 없으며 활동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경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 에너지, 온열환경, 습도조절, 일조와 일사, 음향이론, 차음 및 흡음 등의 내용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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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urse, students are supposed to study the basic theory of heat, light, sound which influence the function of our 

environment. This study includes energy, heating and cooling, humidity, natural lighting, acoustics, sound insulation and 

absorption which impact on human environment.

● 구조역학(500586)

Statics

학생들에게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역학 중에서, 힘의 평형을 다루는 정역학을 교육한다. 

정역학은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물질의 내구성에 관한 기본 원리와 평형, 전단력, 모멘트, 응력과 

변형에 관한 영역을 포함한다.

Emphasizing on the fundamental theories of structural analysis, the students learn how to deal with the various and 

fundamental structural analysis problems regarding force flows and the deformation under the diverse external loadings.

● 도시디자인(500937)

Urban Design

도시계획은 크게 도시설계와 도시디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설계가 주로 도시와 관련된 2차원의 평면적 계획을 다루는 

분야라면, 도시디자인은 3차원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고 정의할 수 있다. 본 교과에서는 도시의 총체적 모습인 

도시이미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경관의 의미와 구성요소, 구성기법 등을 다양한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소개, 도시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을 갖게 한다.

It deals with planning theory and an itemized discussion of urban areas laying stress on objective planning there of. It 

deals especially with the growing possibilities and limits of urban theory on the side of legislation and policy, layingstress 

on the relational institution between urban areas and architecture.

● 빌딩시스템(501707)

Building Systems

학생들에게 건설 과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재료, 설비, 방재, 구조 환경시스템 등을 평가, 선정하여 설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조 분야, 환경조절 분야, 시공분야 등에 소속된 교과목들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술 관련 

교과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제시된다.

This course includes evaluation of materials, equipment, disaster-prevention, construction and structure environmental 

system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factors for planning. It is 

recommended at the intensive stage because it requires the integration of other courses i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control.

● 서양건축사(501899)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건축과 도시의 역사와 이론의 변화를 개관한다. 시대별로 건축 개념과 양식적 표현, 건축유형과 구축술의 

변화와 발전을 학습한다. 각각의 역사적 지역적 범주에서 건축양식과 형태가 결정되는데 건축가와 건축주의 역할과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을 이해한다.

Learning the European architectural history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of today's architectural trend and forpredicting its 

future trend. The course gives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European architectural history of former times.

● 한국건축사(504213)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한국건축사 전반에 대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건축양식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우형별로 

분류하여 도면, 사진 및 영상매체 등과 함께 정리하였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evolution of the architectural style and its progress from the past. The students can 

comprehend the overall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learning this progressive changes. Photos and various visual materials 

representing the critical architectural building in deferent type ar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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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환경행태론(504814)

Study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 Behavior

건축과 도시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개인(영역)과 집단(영역) 속에서의 인간의 행태와 심리의 이해와 

이를 위한 건축계획 및 설계의 방법론과 이론 등을 현장의 건축공간에서의 조사연구를 통해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about human behavior and psychology i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and cultural environment which give an influence human life in the architecture and 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learn survey method and theory and to survey an actual space a point of view the human behavior and 

psychology.

● 디지털건축Ⅱ(506927)

Digital Architecture Ⅱ

본 교과목은 선행으로 교육된 디지털 건축 관련 이론 및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의 실무 적용에 필요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 고급과정이다. 컴퓨터 기술의 창조적인 역량(Virtual Building)을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 적용하며 이를 통하여 건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통합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BIM, 

디지털건축매체 등 관련과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목이다. 주요 목적은, 설계 방법을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의 도구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생성해 내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특히 

Parametric modeling, Free Form, Fabrication, Manufacturing 등을 다룸으로써 세부 기술 측면의 완성도 높은 설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건축 전문 가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분야 컴퓨터 응용기술력 개발도 본 과정의 내용에 포함된다.

This course serves as an immersive analysis of the available technologies.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capacity of 

students up to the applicable level (virtual building system) in practice on the basis of previously learned ore-requisite 

study on digital design such a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digital media. Creative use of digital tool will be the key 

factor for students to understand and integrate their knowledge on digital design. By learning the parametric modeling, 

digital representation, Free form, Fabrication and Manufacturing, students are oriented to the new design methodologies 

and products. This course also aims to teach the essential skills on architectur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and related 

integrating theory necessary.

● 건축재료와구법(507848)

Building Materials & Process

건축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구법 및 재료의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건축구법 및 건축자재의 특성, 효과, 그리고 요건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건축공종의 일반적인 순서에 의하여 학습한다. 이에 더하여 자재관리의 기본개념과 기법을 함께 실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construction estimating methods and practices. Characteristics, utilization, data requirement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many different estimating methods are investigated. Basic skills quantity taking off, standard 

measurement methods, and cost breakdown systems are covered.

● 구조시스템(507853)

Structural System

학생들에게 보, 기둥, 벽, 바닥 및 간단한 쉘 구조물의 구조적 요소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목조, 

조적조, 철골조, 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방식의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구조재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This course will examine structural and constructional systems for buildings,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for 

assembling various material, elements and components of a building. We will look primarily at the physical systems that 

define, organize and reinforce the perceptual and conceptual ordering of a building, and secondarily at the ways of fulfilling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aesthetic qualities, and regulatory constraints.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복잡한 건물의 설계,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강조한 과제를 다룸으로써 이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프로그래밍, 계획 및 설계, 구조, 

빌딩시스템, 조경설계 기타 관련 지식을 숙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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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tudies is to inquiring those method of the planning and design synthetically, in three dimensions these form, scale, 

arrangement of the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connection to fit on particular conditions of the area by object of special 

district internal the city. Therefor, it's aim is to culturally enable creative ability to become more beautiful 

urban-environments.

◎ 전공심화

● 근대건축사(500679)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르네상스 또는 바로크에서 20세기 근대건축까지 당대의 건축이론과 기능, 구조, 미학의 변화를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근대의 문화적 변동이 가져온 지적 충격과 그것의 물적 표현을 건축개념과 양식적 표현, 건축유형과 

구축술의 변화를 통해 이해한다.

Understanding the modern scientific spirit, the concept of the modern architecture and the technical practice emerged due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students appreciate the works of the masters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rend of the 

modern architecture, form which the students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 space form and organization

● 실내건축(502347)

Interior Architecture

건축 시공의 원칙과, 디자인 디테일링을 공부하며, 학생들은 이전 설계 스튜디오의 작품의 시공 디테일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마감 재료와 창호처리방법, 조명과 가구의 선택등을 하게 된다. 시공방법과, 마감재의 외장 유지보수 및, 기능등을 시험한다. 

다양한 전통적인 건축재료와 신재료의 개인발표를 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principles of construction and design detailing. The student will detail the construction of a 

previously designed studio project. Finish materials, window treatments, light fixtures, and furniture will be selected. 

Construction methods and materials will be examined as well as the performance and appearance retention of finishes. 

Individual presentations will be made on a variety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aterials.

● 주거계획(503583)

Housing Planning

주거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본 교과에서는 주거의 의미 및 역할, 그리고 기능에 관하여 계획의 기본철학에서부터 

구체적인 설계기법에 이르기까지 주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여 올바른 주택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건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using can be regarded as a container for a way of life. this course offers an opportunity to explore housing plarning from 

the basic philosophy to designing technique.

● 현대건축론(504440)

Contemporary Architecture

2차 대전 이후, 또는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건축의 변화를 공부한다. 특히 현대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의도하는 

사상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 등의 다양한 현대건축의 흐름을 포함하도록 하며 예술 

문학 철학 등 다른 분야의 흐름과 관련하여 현대건축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tudy is focused on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trends of the modern architecture, the contemporary masterpieces, 

and of the architectural way of thinking. the students develop an architectural experience and criticisms from the research 

into the masterpieces.

● 건축프로그래밍(506899)

Design Methodology in Architecture

이 과정에서는 건축계획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러 이론이나 조사방법론을 습득하여, 그러한 이론을 현장학습을 

통하여 분석하여 봄으로써 건축가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나 주변여건에 보다 적합하며 합리적인 건축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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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a foundation to the conduct of inquiry in architecture. It is critic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with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n this course, student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systematically alternative 

approaches to research design and become knowledgeable about a broad range of research methods and techniques 

used frequently in architectural research.

● 디지털건축Ⅰ(506926)

Digital Architecture Ⅰ

본 과목은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설계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잡한 건물의 설계를 

실습하며 이의 표현능력을 기른다. 또한 각종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건축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미지 합성,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기법과 파라메트릭 디자인(Parametric Design)및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포함한 영역을 이론과 

실습위주로 배우게 된다.

This course aims to increase the basic computer application capability required as an architectural designer and engineer.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handle complicated building design and learn the computer presentation techniques. As a 

design supporting tool, computer is used in this course to learn computer graphics, architectural information management, 

Parametric design and BIM theory and practice.

● 건축이론과비평(507854)

Theory of Architecture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어진 건축물과 계획안을 돌아봄으로써 건축을 읽는 시각을 키우며 나아가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자 한다. 본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단순한 현대건축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 건축물이 지어지게 된 역사적, 사상적, 건축가 개인사적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Introduction to selected major positions in late twentieth-century architectural theory and practice, from 1965 to the present. 

Through lectures and seminars the module outl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 meaning and buildings and 

encourages students to think and respond critically and confidently to ideas about design and architecture.

● 건축실습(산학연계학)(508537)

Professional Practice

본 과목은 건축실무에 필요한 건축분야, 보조분야, 지원 분야 작업의 종류를 숙지하고 분야별로 차별화된 숙련도를 통해 각 분야 

실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건축분야의 경우 각 건축도면, 허가도면, 시방서등 건축 관련 서류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 분야의 경우 건축법, 구조관련 서류, 방재 등 분야의 서적을 전문가를 통해 작성토록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지원 분야는 경영 일반, 계약서 작성, 기타 민. 형사상 법률관련 서류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Understanding each and every step of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Awareness of professional principles in 

architectur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an architect.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of an office, methods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finances. Ability to produce and understand drawings and documentations in each 

stage of a project. Evaluated on spontaneity of design, and its applications, two reports, and a final oral presentation.

● 단지계획론(508560)

Site Planning

단지란 주택이 집합화 되어 하나의 마을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계획은 이렇게 주택이 집합화 됨으로써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건축적 측면에서 파악,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주거환경을 창조해 내려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단지계획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 향후 실무에 적용 보다 나은 단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It's aim is to culturally enable site design to become more aware ofresidents and environment. More and more this is done 

on the basis of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various sides of many problems, the demands of residents, builders, 

designers, and what's  expected from the design of an apartment or house site.

● 커뮤니티디자인(508709)

Commun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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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의 실행과 정책, 관련계획과 관리기법의 지식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도시 

재생과 관련 있는 다음 3개의 영역에 대해 이론, 방법 및 정책을 다룬다.

• 도심권의 물리적 사회적인 재생을 위한 매체로서의 건축(주택단지);

• 도시 재생에 있는 건축의 역할;

• 도시와 지역 정책, 로컬 거버넌스와 도시재생.

The programm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knowledge of the policy and practice of urban regeneration and related 

planning and management skills. This course is principally concerned with theory, process and policy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in three areas:

• architecture (housing) as a medium for the physical and social regeneration of urban areas;

• the role of architecture in urban regeneration; and

• urban and regional policy, local governance and urban regeneration.

● 건설경영및관리(508996)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전 단계를 통한 합리적인 관리기법을 역무, 공정, 원가, 품질, 인사, 계약/구매, 정보 업무기능 

관점에서 학습한다.

Principles of project management in terms of construction business functions are studied. Areas of business functions in 

this course are classified based on nine different categories defined by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Theories and 

methods for each business functions are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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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Ⅰ. 기초과학에 충실한 학습을 기반으로 공학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Ⅱ. 전공 이론과 실험실습으로 실용적 응용설계 능력을 갖춘 건축공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

Ⅲ.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산업 사회의 실무 활용성과 현장감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 양성

Ⅳ.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과 팀원으로서의 실무능력과 도전정신이 강화된 창의적인 능력과 평생교육이 필요한 인력 양성

Ⅴ. 학제 간 이해를 위한 건축공학교육과 21세기 첨단화 및 국제화에 따른 어학능력을 갖춘 진정한 건축엔지니어의 양성

■ 교육목표

건축공학과는 동의대학교가 개교되던 첫해인 1979년에 개설되어 2015년 현재 2,27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동안 학생들이 

건축의 공간과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방향으로 교육을 지향하면서 설계, 시공, 구조 등 실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 건축인을 양성한다는 건축공학과의 교육목표에 따라, 건축에 관한 각 분야의 교육이 시행되어 왔으며, 

건축공학 및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 2000년부터 건축공학전공과 건축학전공으로 분리되면서 

새롭게 교과과정을 편성한 건축공학과는 건축의 목적을 이해하고 건축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디자인된 건축공간과 그 형태의 

실체적 구현을 위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시공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건축공학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건축공학설계, 건축CAD,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시공, 공정관리, 건축적산, 구조계산, 철골구조, 

특수구조, 건축측량 등 건축공학적인 교과목을 통해 유능한 건축구조전문가와 건축시공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 취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교수의 관련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도 매우 활발하다. 

건축공학과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설계사무소, 종합건설회사, 국․지방기술직 공무원, 연구소의 연구원, 감리전문회사,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업체 등 많은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졸업생 중 해마다 다수의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사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의 교사로 진출함은 물론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깊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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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건축공학 (Architectural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건축설비개론(401510)

Architectural Equipment System Introduction

건축설비를 이해하기 위해 건축설비의 분야, 산업체 종류 등을 파악하고, 각종 건축물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건축물들에 

적용되는 설비적 내용을 학습한다.

This subject is to investigate fields and industries of building mechanical systems and to adapt into real buildings in order 

to understand architectural equipment systems.

● 건축공학설계Ⅰ(500134)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 Ⅰ

부분 상세도, Shop Drawing, 구조도면 등 시공 및 구조 설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도면제작법 및 판독법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Develops the ability to comprehend and to make detailed drawings, the shop drawings and the structural drawings needed 

in real business.

● 건축공학설계Ⅱ(500135)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 Ⅱ

부분 상세도, Shop Drawing, 구조도면 등 시공 및 구조 설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도면제작법 및 판독법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Develops the ability to comprehend and to make detailed drawings, the shop drawings and the structural drawings needed 

in real business.

● 구조역학Ⅰ(500587)

Structural Mechanics Ⅰ

구조물의 역학적 해석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구조물에 외력이 작용할 때 구조물이 받는 힘의 상태나 변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구조물 해석에 공학적 기본 소양을 배양한다.

The fundamental theories of structural analysis and fundamental structural analysis problems regarding force flows and 

deformation under diverse external loadings.

◎ 전공심화

● 건설경영(500125)

Construction Management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관리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대형건설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관리기술의 필요성을 

강의한다.

The overall construction process must be controlled by some management technique to finish successfully. Provides the 

opportunity to plan a large construction project with management techniques.

● 건축재료학(500200)

Building Materials

건축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의 종류와 물성에 대하여 숙지하고, 건축재료의 적용성을 이해하는 한편, 건축물 각 부위에 요구되는 

성능에 따른 재료설계의 기본을 습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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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s on the properties of various construction materials, their application, architectural palling for feasible construction 

methods and  theories behind their production process.

● 건축환경공학(500211)

Architectural Environment Engineering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는 원리와 과정을 강의하여 건축물의 주변환경조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지조건이 주어질 경우 그 지역의 

미세기후 분석방법과 적용방법을 주지시켜 주어진 환경조건이 건축물의 자연채광, 난방, 냉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의하고 건축물에의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After lecturing global climatic change and its effect to surroundings, this subject aims to understand local climatic analysis 

and application methods. After that, it aims to understand how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 can affect lighting, 

heating and cooling, and their application to buildings.

● 구조역학Ⅱ(500588)

Structural Mechanics Ⅱ

구조물의 역학적 해석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구조물에 외력이 작용할 때 구조물이 받는 힘의 상태나 변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구조물 해석에 공학적 기본 소양을 배양한다.

The fundamental theories of structural analysis and fundamental structural analysis problems regarding force flows and 

deformation under diverse external loadings.

● 재료역학(503196)

Mechanics of Materials

다양한 형태의 하중을 받고 있는 고체의 거동을 다루는 응용역학의 한 분야로 각종 응력과 변형에 대한 해석법에 대해 고찰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internal effects caused by external loads acting on real bodies that deform to help design and 

produce a variety of objects and structures such as bridges, buildings, tunnels, retaining walls, motors and machines.

● 철골구조(503747)

Steel Structure

강구조의 개념과 기둥, 보에 있어서의 인장재 및 압축재의 설계와 부재접합부 및 주각부 Truss구조물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실지구조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Introduces behavioral properties of steel structures and many design problems regarding tension and compression 

members and structural joints are treated in detail. Focuses on elastic and inelastic buckling and lateral torsional buckling.

● 철근콘크리트구조Ⅰ(503758)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Ⅰ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성질과 그 재료에 의한 기둥, 보, 슬래브, 기초에 대한 각 부의 응력 해석을 각종 규준에 따라 이론적으로 

연구라며 실구조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Explores the properties of concrete and the stress analysis methods for columns, girders, slab and foundations according 

to design codes. Provid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to deal with a real structure.

● 철근콘크리트구조Ⅱ(503759)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Ⅱ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성질과 그 재료에 의한 기둥, 보, 슬래브, 기초에 대한 각 부의 응력 해석을 각종 규준에 따라 이론적으로 

연구라며 실구조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Explores the properties of concrete and the stress analysis methods for columns, girders, slab and foundations according 

to design codes. Provid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to deal with a real structure.

● 공정관리학(505277)

Tim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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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완성과 공정표를 보여주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다룬다. 많은 종류의 공정표 

중에서 주로 바차트와 CPM 공정표가 이용된다.

The techniques and approaches that are available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schedule issue upon the project schedule 

and overall project completion. There are many kinmds of schedules, the most common of which is the bar chart and 

CPM.

● 건축구조디자인(507179)

Fundamental Concepts of Structural Design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재료, 구조형식 및 형태에 따라 각 구조시스템을 분류하고, 구조시스템에 따른 구조 

원리를 수학적인 기호 없이 힘의 흐름 분석에 따라 고찰하여 역학적 이론 및 원만한 구조계획 수립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n introductory course to structural analysis. Examines fundamental concepts of structural analysis in which the force flow 

and the interaction of the load and resistant systems are developed. Eliminates the mathematical approach as much as 

possible

● 건축일반구조학(507180)

Building Codes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여러 현상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끼어 맞추고 구축해내는, 건축적 구성 기술과 

방법을 배운다.

Emphasizes fundamental theorise of structural analysis, treating fundamental structural analysis problems regarding force 

flows and deformation under diverse external loadings.

● 구조설계이론(507613)

Structural Design Theory

철근콘크리트와 철골로 이루어진 강절점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형식 및 구조원리를 분석하여 구조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에서 적절한 건축구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Offer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have learned R-C and steel design courses to get a feel for being a practicing 

engineer. Analyzes real structures by computer software as well as by longhand solutions.

● 건축계획론Ⅰ(508359)

Architecture Planning Ⅰ

건축창조에 필요한 제반사항 중 용도별 건축에 대한 개설, 대지와 건축에 대한 전체계획, 평면계획, 각부계획, 세부계획 등에 관한 

이론을 익히며 공간을 쾌적하고 기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의한다.

The course emphasizes on the architectural design theory required for planning of an office, a department store, a library, a 

theatre, a school, and a bank etc., from which the student develop a capability to design the architectural spaces and the 

forms of these buildings.

● 건축계획론Ⅱ(508360)

Architecture Planning Ⅱ

건축창조에 필요한 제반사항 중 용도별 건축에 대한 개설, 대지와 건축에 대한 전체계획, 평면계획, 각부계획, 세부계획 등에 관한 

이론을 익히며 공간을 쾌적하고 기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의한다.

The course emphasizes on the architectural design theory required for planning of an office, a department store, a library, a 

theatre, a school, and a bank etc., from which the student develop a capability to design the architectural spaces and the 

forms of these buildings.

● 건축법해설및실습(508363)

The Building Code

2017.02.21 15:18:593 / 6[Uca0402r]



공공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의 보호, 개선을 위해 제정된 건축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정신을 이해함으로서 건축의 

설계와 시공 과정 전반의 제도적, 현실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Survey of current building codes and regulations and their effect on the control of design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 건축역사학(508364)

History of Architecture

건축역사 전반에 대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건축양식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우형별로 분류하여 도면, 

사진 및 영상매체 등과 함께 정리하였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evolution of the architectural style and its progress from the past. The students can 

comprehend the overall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learning this progressive changes. Photos and various visual materials 

representing the critical architectural building in deferent type are offered.

● 건축재료실험및측량(508365)

Building Materials Experiment and Surveying

효과적인 실험을 통해 건축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의 종류와 물성에 대하여 숙지하고, 건축재료의 적용성과 생산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건축공사에 관한 측량기법을 습득케 하여 건축설계 및 시공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과목이다.

Focuses on the properties of various building materials, their application, and their production process by effective 

experiment. In addition to these practice, surveying architectural structure on earth, offshore, or underground, surveying 

pertaining to the alignment of building.

● 시공계획및관리(508366)

Construction Engineering & Practice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공관리활동은 건설공사관리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리 분야, 관리 기법을 다룬다. 핵심사항으로는 공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시공관리 전반을 포함 한다.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is one of most critical elements to the success of construction projects. This 

course introduces practical management principles and technique through the project life cycle. Topics include time, cost, 

quality, safety control and other control areas.

● 건축고급CAD(508533)

CAAD(Computer Aided Architectural Design)

건축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디지털 디자인 미디어의 개념들을 제공하면서 새롭게 오르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기법 을 제공한다. 전산의 기본적인 개념, 공간/이미지 데치너의 활용, 기본적 인 2D/3D 디지털 모델링 그리고 

디자인 컴퓨팅의 문화적인 측면을 다룬다. 다차원적인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에 과제의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provides both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the practical skills for understanding digital design media and for 

making effective use of the emerging electronic repertoire. Topics include basics of computation, uses of spatial and image 

data, fundamentals of geometric modeling and cultural aspects of design computing. Projects emphasizes 

multidimensional design communication.

● 산학연계학(508608)

Architectural Engineering school-work   links study

이 과목은 대학과 건축산업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직업의 역할, 등록, 자격증취득, 경영, 직업윤리, 그 외 건축공학 전문가와 

관련된 여러 관심사 등의 건축공학 제 실무를 익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This is a mandatory course to learn about the professional practice issues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including  the role 

of the profession, registration, licensing, business management, ethics and other interests of the practicing architectur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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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및관리(509423)

Test, Adjust and Balancing And Commissioning Management

건축물의 준공 후 건축물 및 건축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경제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습득시킨다.

건축물의 준공 후 설계시 설정한 최적 성능 유지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공사중 설비 시스템의 시험,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이론과 기법을 습득한다.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building equipment systems after construc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s 

economically and energy efficiently. This subjet  aims to understand basic major knowledge and the techni que for work 

test, adjust and balancing of building system which leads the optimum efficiency maintenance.

● 친환경에너지계획(509425)

Environmental Energy Plan

환경오염에 따른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건축물에의 자연에너지 즉, 태양, 지열, 바람, 물 등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여 기계적인 에너지 공급 이전에 주어진 자연조건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Studies the use of passive energy –solar, earth, wind, water.- for buildings in order to comply with consolid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pplies these theories to building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use as an alternative to 

mechanical energy supply systems.

● 건물자동화설비(509559)

Building Automation System

제어이론의 기본이 되는 수학, 동적시스템의 모델링, 그리고 제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시퀀스 

제어 및 공정 제어에 대해 제어기의 기능 및 설계기술을 공부하여 건축설비의 자동화 시스템(BAS)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자동제어 기초 기술과 실제 건물에서의 응용설계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Analyses basic theories for control systems such as mathematics,dynamic system modeling, sequence control, studying 

functions and design technology of sequence control and process control. Automatic control techniques and application 

design techniques for the building automation system.

● 건설사업관리(509562)

Fundamental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이 교과목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및 경험을 이해시키는 과정으로서, 건축공학을 전공 2학년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삼는다. 

교육내용은 기본 건설사업관리분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현제 건설산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강의는 담당교수가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지식을 전달한다.

This class is an introduction to project management and engineering economics, which in real life are closely related 

topics. The class focuses on solving economic problems related to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echniques;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industry.

● 건축설비계획및설계(509563)

Sanitation and Plumbing System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의 건축설비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모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비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서 설계 관련 지식을 체계화 한다.

Provides fundamental knowledge of various building types. Examines architectural equipment planning principles which 

apply to such buildings.

● 건축시공학Ⅰ(509564)

Building Construction Techniques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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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로 이루어진 도면 계획을 각종 재료로써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과목으로, 구조법에 의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행위와 활동을 다루는 기술을 강의하며, 공사수량을 정확, 신속히 산출해내는 기술을 터득하는 학문이다.

Review and application of the available on-site construction technique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materials, structure, 

design, environmental engineering.

● 건축시공학Ⅱ(509565)

Building Construction Techniques Ⅱ

건축설계로 이루어진 도면 계획을 각종 재료로써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과목으로, 구조법에 의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행위와 활동을 다루는 기술을 강의하며, 공사수량을 정확, 신속히 산출해내는 기술을 터득하는 학문이다.

Review and application of the available on-site construction technique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materials, structure, 

design, environmental engineering.

● 공기조화설비(509595)

Air Conditioning Equipment System

가정용 및 상업용 건물의 공기조화기기 설계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냉․난방 부하계산 프로그램을 배우고 실제 건물의 부하를 

계산하여 공조장치의 설비설계 및 덕트 시스템 등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예제풀이로 응용력을 갖도록 한다.

This subject is to study fundamental plan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heating/cooling load 

calculation programs, and to apply these theories to designing air-conditioning facilities and duct systems.

● 급배수위생설비(509629)

Sanitation and Plumbing System

건축물에 있어서 급수, 급탕, 배수, 통기, 소화, 가스설비 및 위생기구들의 기본이론과 용량 산정법, 배관 시스템의 이론 및 설계 

방법을 소개하고 실험 및 예제 풀이로 이해를 돕도록 한다.

This subject introduces basic theory and capacity calculation of cold and hot water supply, drainage, draft, fire 

extinguishing, gas facilities and sanitation facilities, and theory and design method of pluming system. It also helps to 

understand through laboratory work and solution manuals for problems.

● 비용관리(509744)

Cost Management

건설과정에서 정확한 건축공사방법을 설명하고 건설프로젝트의 물량과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을 습득한다.

Focuses on the precise construction methods according to each construction process and on the technique for estimating 

the amount and the cost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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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 Major)

토목공학과는 자연현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공학이론과 첨단응용기술을 교육하여,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재료역학 및 

구조역학 분야, 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 분야, 수리 및 수공 분야, 측량 및 GIS 분야,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 시공 및 건설관리 

분야와 관련된 종합적 시스템 설계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탐구적인 전문기술인, 

합리적 사고와 인격을 갖추어 사회에 봉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지성적인 지도자, 국제화와 정보화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세계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토목공학과는 인류사회와 국가발전의 주도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창조적이고 실력 있는 토목기술자를 

양성한다는 이념 아래, 1979년에 동의대학교 설립과 동시에 인가되어 30여년이 넘은 학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학과 

신입생 모집정원은 60명이며 전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300여명이다. 특히 지역의 중심대학으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여건이 국제화, 개방화되면서 지방대학의 등급기준의 가장 

우선적인 척도는 취업률이며 높은 취업률이 곧 그 학교의 수준이다는 명제 아래 현재까지 배출된 2,500여명의 졸업생은 

국영기업체, 설계 및 건설회사와 공무원, 교육계 등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모교를 빛내고 있다. 그리고 학문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한층 심오하게 추구하며 탁월한 능력을 겸비한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1992년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많은 졸업생과 더불어 10여명의 재학생이 산학 현장에서 실무의 어려움과 더 높은 학문의 세계를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마침내 2000년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가장 심오하고 최첨단의 토목기술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을 위한 

교수진은 전공별로 토질․기초, 구조역학, 콘크리트구조, 수리․수공, 측량, 건설재료, 상하수도․환경, 강구조, 시공․관리의 전임교수 

8명과 겸임교수 그리고 우수한 여러 강사와 조교들이 학부 및 대학원의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과정을 이끌고 있고, 

지반공학실험실, 구조역학실험실, 철근콘크리트 및 건설재료실험실, 수리실험실, 측량실습실, 환경실험실 등 6개의 실험실에 

충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보유하여 이론과 실무를 갖춘 토목기술자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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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토질역학Ⅱ(401285)

Soil Mechanics Ⅱ

본 교과목 흙의 변형 및 강도특성 이해를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연약지반의 압밀, 흙의전단강도, 수평토압, 사면안정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is aimed at performing deformation of ground and strength characteristics of soils.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nsolidation of soft soils, shear strength characteristics of soils, lateral earth pressure, basic theory on slope stability.

● 건설재료학및실습(401508)

Construction Materials and Practice

효과적인 실습을 통해 건설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의 종류와 물성에 대하여 숙지하고 건설재료의 적용성과 생산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역학적인 상수와의 관계, 시험과정, 시험 장비, 시험 결과의 해석 

등을 습득한다.

Focuses on the properties of various construction materials, their application, and their production process by effective 

practice. In addition to these practice, acquires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test 

procedures, instru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 유체역학(502776)

Fluid Mechanics

유체의 성질 및 흐름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역학적인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유체 특성과 압력분포, 관수로 및 개수로 흐름 

등에 대해 학습한다.

Fluid mechanics is the study of fluids in motion or at rest and the subsequent effects of the fluid on the boundaries, which 

may be either solid surfaces or other fluids. It covers properties of fluids, pressure distribution, pipe flow and open channel 

flows.

● 철근콘크리트공학Ⅰ(503754)

Reinforced Concrete Ⅰ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 study to develop, in the civil engineering student, the ability to analyze and design a reinforced concrete member 

subjected to different types of forces.

◎ 전공심화

● 기초공학(400100)

Foundation Engineering

거의 모든 토목구조물 (건물, 교량, 도로, 터널, 타워, 운하, 댐 등)이 지표 또는 지중에 건설된다. 이러한 각종 구조물이 만족스럽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적절해야 할 것이다.

Nearly every civil engineering structure - building, bridge, highway, tunnel, wall, tower, canal, or dam - must be founded in 

or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terform satisfactorily earch structure must have a proper foundation.

● 기초설계(400115)

Bas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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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 설계는 그 해법의 하나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흙의 특성과 변화정도 그리고 미지의 경계조건 때문에 

수학적 모델은 실제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사가 시작되어 더 많은 정보가 얻어짐에 따라 토질특성과 경계조건은 

때때로 재평가해야 하고 그에 따라 문제해결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Design of foundations can provide a solution to a mathematical model. Because of the nature and the variability of soil and 

because of unknown boundary conditions, the mathematical model may not represent closely the actual problem.

● 응용지반공학(401255)

Advanced Geotechnical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는 지반조사, 연약지반개량, 토압이론 및 토류구조물, 사면안정에 대해서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ubsoil exploration; the topics of soft soil improvement, earth pressure theory, retaining wall, 

slope stability are also treated.

● 구조역학(500586)

Statics

정정 및 부정정구조물의 부재내력과 변형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해석법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역학적 안전을 

판정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구조역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여 설계 및 시공기술자로서의 기본 자질인 구조에 대한 

역학적인 해석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Introduction to Stuctural Analysis; elastic analysis of determinate and indeterminate beams, frames, and trusses; 

construction of shear and moment diagrams and influence lines; calculation of deflections using conjugate beam and 

virtual work; solution of indeterminate structuers by consistent deformation, slope-deflection, monent distribution, and 

matrix stiffness method.

● 수리학(502122)

Hydraulics

물에 대한 역학적인 원리와 자연계의 여러 가지 수리현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학습한다. 여기에는 물의 기본적인 특성, 압력, 

관수로와 개수로 흐름, 각종 구조물의 계산과 설계 등이 포함된다.

Hydraulics is the study of the principles of fluid mechanics to control and use of water. It also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pipe flow, open channel flow, and design and plan of hydraulic structures.

● 수문학(502131)

Hydrology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수문현상을 새로운 수문해석기법을 통해 학습한다.

Hydrology is the study of the basic principles; point and regional rainfall analysis; runoff analysis; flood frequency analysis; 

hydrologic flood routing; drainage and flood control facilities design; flood plain analysis and planning.

● 재료역학Ⅰ(503197)

Mechanics of Materials Ⅰ

역학의 개념을 학습하고 단면의 성질, 하중이 작용하는 정보의 단면력과 단면력도, 영향선을 학습하여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

Elementary theories of stress and strain, behavior of materials, and applications of these theories and their generalizations 

to the study of stress distribution, deformation, and instability in the simple structural forms which occur most frequently in 

engineering practice.

● 재료역학Ⅱ(503198)

Mechanics of Materials Ⅱ

재료의 성질, 응력 및 변형률, 보의 처짐을 학습하여 보를 설계할 수 있게 하고 기둥해석을 이해한다.

Elementary theories of stress and strain, behavior of materials, and applications of these theories and their generalizations 

to the study of stress distribution, deformation, and instability in the simple structural forms which occur most frequently in 

engineer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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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공학Ⅱ(503755)

Reinforced Concrete Ⅱ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 study to develop, in the civil engineering student, the ability to analyze and design a reinforced concrete member 

subjected to different types of forces.

● 측량실습(503831)

Surveying Practice

지표면의 형태는 여러 건설 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관리의 기초 자료이다. 본 강의는 측량의 기초 이론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배양한다. 강의는 업무 능력을 현장에 측량의 기초 이론을 적용하도록 한다.

Shape of ground surface is pabulum of plans, irradiation, design, construction, preservation administration of various 

construction. This lecture cultivates applicable business ability in field with basis theory of surveying. The lecture breeds 

the business ability to apply the basis theory of the surveying at the field.

● 토목시공학(503953)

Civil Construction Engineering

본 교과목은 두 학기 과정으로 되어있다. 교과과정에서는 토공, 건설기계, 연약지반 처리, 기초공, 지반조사, 터널, 교량, 공정관리, 

토목설계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게되며, 이론 교과목에서 습득한 공학적 지식의 실제 현장에 대한 실증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was focused on the review and application of the available construction techniques on site in civil engineering. 

It was consisted with various topics such as soil compaction, construction equipment, ground improvement, foundation, 

and site investigation.

● 해안및항만공학(504391)

Coastal and Harbor Engineering

해안에서의 흐름양상과 파의 운동원리를 파동방정식을 통해 학습하고, 항만의 설계 및 항만시설물의 배치 및 관리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and the basic principles of movement with wave equation in 

coastal and harbor; design,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harbor and its facilities.

● 강구조공학(505709)

Stuctural Engineering in Steel

강구조공학에서는 강구조물의 역학적 거동 및 적용예를 구조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즉, 건설분야에 관련된 강구조 부재설계에 필요한 설계이론과 해석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강구조설계에 사용되는 설계기준의 

적용방법을 예제를 통하여 이해한다. 본 과정에서는; (1) 강구조물의 하중저항계수설계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익힌 후; 

(2) 기초적인 응용분야로서 인장재, 압축재, 보 및 보-기둥의 설계방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3) 실제적인 응용분야로서 각종 

연결문제와 합성구조 및 판형의 거동특성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며 연습문제를 통하여 강구조 설계법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RFD Steel Design is a basic in structural steel design for undergraduate civil engineering students at the junior or senior 

level. Introduction to design of steel structures; theore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bases for proportioning members and 

their connections; concepts in structural steel design; tension and compression members; beams and beam-columns; 

simple and eccentric connections; composite construction; plate girders.

● 기초측량학(505763)

Fundamental Surveying

생활공간상의 각종 시설물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지리정보 산업의 기본자료 취득을 위한 학문으로, 측량학의 총론, 

좌표, 오차, 1차원 위치해석 등의 기본적 이론과 실습이 필요하다

2017.02.21 15:18:593 / 7[Uca0402r]



Because of the academic purposes of this subject to collect basic data to be required for maintaining various kinds of 

structures in our living space and for advancing geographical informational industry, it is essential to learn about 

fundamental theories which contain an introduction of surveying, coordinates, errors, one-dimensional positioning analysis, 

etc. and to practise these.

● 전산구조해석실습(507081)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and Practice

디지털컴퓨터의 보급과 업무전산의 보편화에 따라 유한요소법과 수치해석법은 공학설계와 해석의 과정 중 중요한 수치실험 

도구이며, 산업계의 해석표준이라 할 수 있고, 토목․기계․조선․전기 등의 공학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전산구조해석 

및 실습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물 해석과 설계원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각종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공학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putational methods in civil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structures subject to static and dynamic loadings; 

deflections and influence lines for indeterminate structures; analysis of space frames and trusses; elementary problems in 

experimental stress analysis and structural behavior; with microcomputer applications.

● 수리수문실험(507185)

Hydraulic & Hydrologic Experiment

수리학과 수문학에서 학습한 수리수문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실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응용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the study of hydraulic and hydrologic principles with experiments. It also covers data analysis, presentation, 

and review of basic principles and fundamentals of hydraulics and hydrology.

● 지반조사및실습(507529)

Site Investigation and Practice

본 교과목은 지반조사기법의 이론과 실제적 응용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지반공학서의 다양한 지반조사기법, 즉, 

소성한계, 액성한계, 체가름, 비중, 다짐, 들밀도, 일축압축, 삼축압축, 압밀, 직접전단, 자유단공진주시험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was focu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and application of the site investigation technique.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testing methods in geotechnical engineering field; plastic limit, liquid limit test, sieve analysis, specipic gravity 

test, compaction of soils, field dry density measurement, uniaxial compression test, triaxail compression test, 

consolidation test, direct shear test, and free-free resonant column test.

● 수치해석실습(507938)

Numerical Methods and Software

최근 전산기의 발전 추세와 응용 범위가 급격히 상승함에 있어 전산기에 의한 설계와 해석업무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코드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치해석실습에서는 전산기를 이용한 응용수학 분야의 수치해석 도구를 익히게 

된다.

In intelligent society, the complexity of management requires speedy and exact data analysis. Introduces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data collection, arrangement and analysis) for weighted information treatment using numerical analysis 

software. Hands on computer-aided design applications on microcomputers in the MS-Windows environment.

● GIS실습(508416)

GIS practice

지구 및 우주공간 등 인간활동공간에 관련된 제반 과학적 현상을 정보화하고, 시․공간적 분석을 통한 이론을 강의(학습)하고 

국토계획, 지역계획, 자원개발계획, 공사계획 등 각종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응용하는 

학문이다.

This subject has a goal to classify various scientifical phenomena related by human beings' domains such as inner and 

outer space, and to apply in practical affairs for executing successful setting up plans and promotions like programs for 

entire land development, local development, resource development, construction develop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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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료시험(508532)

Construction Material Test

건설 사업이 대형화, 국제화 되면서 이에 따라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과 함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품질이 좋은 구조물을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공사 재료의 선정에서 효과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토목 공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골재 시험과 콘크리트 시험에 역점을 둔다.

Determination of selected mechanical properties of engineering materials;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test procedures, instru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 위성측량실습(산학연계학)(508675)

Satellite surveying practice

위성 측위의 원리와 이론을 상세하게 학습하고,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리소프트웨어를 학습하고, 운용중인 상시관측소의 

활용도와 최첨단기법의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It is firmly necessary to learn about satellite positioning principles and theories and processing software using by practical 

businesses, in addition, to examine usefulness of functioning reference stations and the most advanced techniques.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이론으로 배운 토목공학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도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교량, 철근콘크리트, 지반 

및 수공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related civil engineering improve the ability to design steel bridge, reinforced concrete, 

geotechnical and hydraulic structures by using a computer program used in field.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이론으로 배운 토목공학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도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교량, 철근콘크리트, 지반 

및 수공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related civil engineering improve the ability to design steel bridge, reinforced concrete, 

geotechnical and hydraulic structures by using a computer program used in field.

● 토질역학Ⅰ(508716)

Soil Mechanics I

본 교과목은 흙의 기본적 성질 및 공학적 특성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흙의 기본특성, 흙의 분류, 흙의 다짐, 

지반내 응력, 흙 속의 물의 흐름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is aimed at performing basic characteristics of soils and mechanical behavior.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soils, soil classification, compaction of soils, stresses in soils, seepage problem.

● 매트릭스구조설계(509187)

Matrix Method of Structural Design

매트릭스 대수학을 이용하여 컴퓨터 계산을 통해 구조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구조해석과 설계법을 다룬다.

A new, powerful and computer-based method which can analyze structures and design methods easily by matrix algebra.

● 구조설계실무(509189)

Structural Working-Level Design

구조물의 설계는 이론과 적용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개발과 

실제 문제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실무 적용 능력 개발에 그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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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theory and application in structural design. Emphasis is placed on developing the 

student’s ability to both model and design a structure and to provide realistic applications encountered in professional 

practice.

● 도로공학설계(509190)

Highway Engineering Design

구조물의 설계는 이론과 적용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개발과 

실제 문제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실무 적용 능력 개발에 그 역점을 둔다.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theory and application in structural design. Emphasis is placed on developing the 

student’s ability to both model and design a structure and to provide realistic applications encountered in professional 

practice.

● 수공학과상하수도실무(509191)

Practices of hydraulic engineering  and Water Supplyand Sewerage

토목기사 1급 필기 과목인 수리수문학과 상하수도공학 시험을 대비하여 수리학, 수문학, 상하수도 

공학의 전반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목이다.

This is a subject for preparing for test of the civil engineer. The contents of the subject include the general issues on 

hydraulics, hydrology, and water suply engineering. When the couse is finished, the atendee of the subject should 

understand the above engineering fields and could solve the problems on the subjects.

● 응용역학과RC실무(509192)

Practices of Applied Mechanics and Reinforced Concrete

본 교과목은 철근 콘크리트 보, 프레임, 트러스 요소에 구조 해석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 PS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그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토목기사 자격증 시험의 필수과목인 응용역학, 

철근콘크리트 및 PS 콘크리트 실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Emphasis is placed on the effective study of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reinforced structural and PS concrete analysis as 

it applies to trusses, beams, and frames. It is final objective that comprehending of basic principle for Practices of Applied 

Mechanics, Reinforced Concrete and PS concrete required subject of civil engineer licence test and easy to pass the test.

● 지반공학과측량실무(509193)

Practices of Geotechnical Engineering and Surveying

본 교과목은 지반공학에서의 흙의 기본적 성질과 공학적 거동 특성, 흙의 변형 및 강도특성과 측량에서의 각종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기초자료인 지표면의 형상을 도면에 얻기 위한  2차원 및 3차원 위치해석 등의 기본적 이론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토목기사 자격증 시험의 필수과목인 지반공학과 측량 실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performing basic characteristics of soils and mechanical behavior, deformation of ground and 

strength characteristics of soils in Geotechnical Engineering and fundamental theories of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analysis, so on and to learn technologies based on virtual practices on purpose to attain the figure of the 

surface of the earth on a map that is rudimentary data for all sorts of construction works' plans, investigations, designs, 

constructions, maintenances, etc. in Surveying. It is final objective that comprehending of basic principle for Practices of 

Geotechnical Engineering and Surveying required subject of civil engineer licence test and easy to pass the test.

● 토목시공실무(510028)

Practical course of Civil Costruction

토목시공실무는 건설 시공 이론과 아울러 실지 건설업무에 사용되는 물량 산출, 일위대가표 작성, 단가 산출및 총 공사비 산출과 

공정계획표 작성 및 분석, 최적공기및 총 공사비 산출 , 품질관리 등의 업무 전반에 걸친 현장 실무능력 함양과  건설 장비, 재료, 

관리 기술이 각종 토목 시설물에 따라 복합적으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 시공의 관리 실무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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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is to give a lecture about basic theory of the civil construction. Specially, the subject is helping student study 

the calculate quantity, standard unit cost, total construction cost,  project schedule drawin up and analysis, quality control. 

In order to set up construction control ability, construction equipment and material, control technic need to manifoldly apply 

to many civil constru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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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도시공학(Urban Engineering Major)

도시공학과는 진리․정의․창의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도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교통, 해양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한정된 국토 및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을 설계, 관리, 운영한다.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도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세계도시로 향한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문제 전문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96년 10월 도시공학과 설립

■1998년 10월 토목․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으로 학과명칭변경

■2000년 3월 도시환경공학과 산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7월 도시공학과 일반대학원 신설

■2003년 9월 영남지역 도시관련학과(9개대학) 학술대회 개최 10월 도시환경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2004년 7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선정(연간 10억원) 8월 1차 해외어학연수(9명, 호주)실시 

■2005년 1월 2차 해외어학연수(34명,일본,캐나다)실시 5월 외국석학초청강연회(4명)개최, 단기물류심화과정 개최 8월 2차 

선진물류탐방(9명,상해,항주,청도)실시, 3차 해외어학연수(20명,일본,호주)실시

■2006년 1월 4차 해외어학연수(11명,호주)실시, 3월 도시공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5월 외국석학초청강연회(3명)개최, 

단기물류심화과정 개최, 8월 5차 해외어학연수(12명,일본,호주_실시 

■2007년 1월 6차 해외어학연수(11명,호주)실시, 영어마을(12명,충남도고)실시 2월 3차 선진물류탐방(10명,상해,홍콩)실시 3월 

CEO초청강연회 개최 5월 취업영어캠프(2명,충남도고)실시  7월 7차 해외어학연수(22명,미국,일본)실시 11월 도시공학과 

10주념기념 세미나 개최

■2008년 1월 4차 선진물류탐방(8명, 말레이시아, 홍콩)실시 4월 CEO초청강연회 개최, 해외석학초청강연회 개최 6월 

해외어학연수(11명, 캐나다)실시 7월 취업영어캠프(10명, 필리핀,일본)실시

■2009년 1월 해외어학연수(8명, 호주)실시 5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종료

■2010년 4월 해외석학초청강연회 개최 6월 취업캠프(선후배)실시 11월 산학(부산도시공사)연관순회교육 실시

■2011년 5월 선진도시(광양시)탐방  11월 산학(부산환경공단)연관 순회교육 실시

■2012년 4월 해외석학초청강연회 개최 6월 취업캠프(선후배)실시 11월 산학(부산정보산업진흥원)연관순회교육 실시

■2013년 5월 선진도시(인천시)탐방 6월 취업캠프(선후배)실시 11월 산학(부산교통공사)연관순회교육 실시

■2014년 4월 해외석학초청 강연회 개최 11월 산학(부산시설관리공단)연관순회교육 실시

■2015년 5월 선진도시(경주시)탐방 611월 

■2016년 5월 선진도시(포항시)탐방 6월 취업캠프(선후배)실시 11월 산학(부산항만공사,부산디자인센터)연관순회교육 실시 12월 

도시공학과 20주년 대비 학과발전세미나 개최

■2017년 3월 건설공학부 도시공학전공으로 학과명칭변경 (전임교수 7명, 겸임교수3명)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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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도시공학 (Urban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교통학개론(401125)

Fundamental Transportation Engineering

교통공학 분야의 입문과정으로서 도시 교통 특성 및 교통 공학의 기본 이론과 자료 분석의 제 기법을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 

운전자 특성, 교통류 이론, 주차 분석, 신호 제어 TSM 등의 이론을 포함한다.

Fundamental course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Integrated approach to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 of transportation 

systems with an emphasis on highway and street systems. Traffic flow theory, parking system, traffic operations and 

performance, and control systems.

● 타운플래닝리뷰(401603)

Town Planning Review

타운플래닝이란 인간이 행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며 단지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의 경계영역에 속하는데 대지조성계획뿐만 아니라 환경설계요소인 주거동의 구성, 인동간격,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등을 고려하나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건물과 구조물 등이 서로 조화 될 수 있도록 토지에 

배치하는 기술인 단지계획의 이론과 실무를 통해 실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기사시험에 대비한다.

Town Plannig Reveiw course intends to have student understand broad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site planning both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xt. It treats the problem of how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can be harmonized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Its objective is to develop ability to perform theoretically sound as well as practical useful site 

planning.

● CAD및실습(504696)

CAD & Practice

도시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각종 도면의 작도 시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표현 방법을 익히고 

학습한다.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gener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computer aides design and 

practice. It also overviews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urban planning and urban design utilizing informations generated by 

computer application.

● 도시공간계획사(508373)

History of Urban Planning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도시 및 도시 계획의 변천 과정을 이해토록 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자질과 응용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과목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quality and ability to apply by understanding the ancient, medieval, modern 

and current cities and the their changes.

◎ 전공심화

● 계획이론(500301)

Planning Theory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계획수립방법론을 강의한다. 또한 계획 대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계획의 일반 이론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In the subject the methods for planning theory are lectured to establish urban planning theories are introduced to apply for 

the urban planning regardless of th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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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계획(500568)

Transportation planning

도시 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교통 시설의 수요 예측과 시설 공급 계획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4단계 교통 수요 추정법, 교통 체계와 

토지 이용과의 연관성 분석, 교통 시설 투자에 대한 대안 평가 및 정책결정에 관해 강의 한다.

Planning and design of urban transportation systems as related to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 principles of land use 

planning four stage traffic demand estimation, urban thoroughfare planning and regional planning.

● 교통공학Ⅰ(500570)

Transportation Engineering Ⅰ

교통 시설의 공학적 구조와 계획의 기초적인 이론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계획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으로는 교통 측정 및 조사,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기법, 교통 제어 이론, 교통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Planning and analysis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systems including railroads, highways and other modes. Highway 

capacity, traffic control system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nd other advanced topics related to transportation.

● 교통공학Ⅱ(500571)

Transportation Engineering Ⅱ

교통시설의 설계와 계획은 다양한 지식을 요구한다.  본 과목에서는 선수과목인 교통공학 Ⅰ에 이어 도로용량과 서비스 수준 분석, 

교통안전분석, 교통운영, 그리고 교통경제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강의 한다.

The two courses  aim at providing Urban Engineering students with the techniques used in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transportation systems.  This second course includes

● 도로공학(500909)

Highway Engineering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을 위한 공공통로로서 철도와 같이 육상교통을 분담하는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본 교과목은 도로의 구조, 

설계기준에 의한 규칙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로 도로의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Technological advance has been great during the age of modern highways and continues today. Knowledge has been 

extended in the fields of highway materials so that designs are now more economical and reliable. This course will lead to 

achieve more specific knowledge about recent highway engineering.

● 도시계획법규(500928)

Urban Planning Laws

국토는 여러 가지 용도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법을 강의한다.

It is required to manage and regulate the national land in order to utilize efficiently the national land according to the various 

objectives. the essential connected laws are reviewed to understand the effective urban planning and its procedures.

● 도시재개발론(500944)

Urban Redevelopment Planning

도시 재개발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익히고 불량지구 발생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make urban redevelopment plans by  learning theories  and techniques on urban 

redevelopment planning and analyzing the causes of deteriorated area.

● 도시정책론(500946)

Theory of Urba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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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도시정책 문제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도시 정책 결정과정, 정책분석, 운영과 규제, 시설공급, 

수요관리정책 등을 예를 통해 소개한다.

The methods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 solutions are lectured as a results of understanding systematically political, 

economic, and sociological basis for the comprehensive urban policies.

● 토지이용계획(503972)

Land Use Planning

토지 이용 계획의 기능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gener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land use planning. It also 

overviews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land use planning utilizing informations generated by planning technic.

● 해양도시계획론(504392)

The Theory of Ocean Urban Planning

21세기 해양도시의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한 지표설정 및 기본골격, 기본구상을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세워 종합적 계획을 

토의함으로써 실무에 대비한 실제 계획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plan for practical affairs by discussing the master plan including 

indicator establishment, basic structure, more detailed sectional plan than basic plan for an image of the future of ocean 

city.

● 해양도시세미나(504393)

Ocean Urban Seminar

우리나라의 해안도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안도시계획시설(해양성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유형과 개발 형태 및 

디자인에 관해 고찰하여 금후 해양도시 관리방향 등의 지식을 습득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management direction of ocean city in the future concerning types, development 

forms and design of ocean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order to deal with the ocean city in Korea more systematically.

● G.I.S분석및실습(50471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actice

G.I.S Tool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및 레이어의 설계, 데이터 편집, 공간 분석,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을 실습하고 익힌다.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gener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GIS. It also overviews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urban analysis utilizing informations generated by GIS tool.

● 워터프론트계획(506057)

Waterfront Plan

워터프론트의 개발 또는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워터프론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이용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도시계획구역 내의 해양워터프론트 계획수립을 위한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과목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make waterfront plans in the relevant urban planning area because 

comprehensive principles on how to use waterfront are needed when the development or conservation plan of waterfront is 

made.

● 교통체계론(506410)

Transportation System Analysis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이해시킴으로써 교통체계의 계획, 분석과 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통과 관련 분야에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분석기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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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a good background in the planning, analysis, and evaluation of transportation system for 

students.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ransportation modes and requirements for system performance and control are 

also discussed. Specifically,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set of techniques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transportation problems most likely to be encountered by transportation engineering and related professionals.

● 해양관광도시론(507939)

Ocean-tourism Urban System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물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며, 근래의 선진도시들은 강이나 바다에 접해 있음으로서 성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의 성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나, 최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관광의 특성을 보면 과거 내륙관광 위주에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해양관광을 위한 도시의 특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water is a crucial factor that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a city, as has been known that most of modern cities in the 

world are located near or at the river or the sea. Recently, many cities are interested in the tourism as one of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ity's competitiveness, while many cities encounter numerous barriers due to the limited resour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 city tourism, the need for more attention on the ocean tourism rather the 

inland one is obvious.  This course identifies the feature and characters necessary for building the ocean tourism city, and 

it focuses on th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timulating and vitalizing the ocean tourism.

● 도시시설입지론(507941)

Location for Urban Goods Infrastructure

도시의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의 개발방법과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각종 도시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및 

입지 선정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도시시스템 속에서 물류시설의 입지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발방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ncludes reviewing the development methods and cases of housing district, commercial area, industrial area, 

manufacturing district and analyzing the effective location of many urban planning facilities as well as main causes of the 

site selection. Especially the course introduces detailed development methods by analyzing cases of location of urban 

logistic facility.

● 교통설계론(507942)

Design and Planning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교통시설은 전체 교통체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도로, 철로, 교차로와 인터체인지, 환승시설, 주차장,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시설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공학적인 지식 

향상과 설계 경험을 제공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각 교통수단의 기능, 특징 등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이용자, 운영자, 

경제성, 환경성 등의 요인에 초점을 두어 강의를 진행하며 사례연구와 컴퓨터의 활용을 통하여 현실적 감각을 학습토록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설계 법을 시도한다.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those for roads, rail, intersection & interchange, parking, bicycle etc., are one of major 

compon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lanning the transportation system. This course intends to primarily contribute 

the student's knowledge of engineering in facility planning and design, and to provide design experience.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e of transportation and the impact these have on facility design and planning, 

including  perspectives of both user and operator as well as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novative designs are 

encouraged through a series of design projects.

● 유비쿼터스도시공간정보론(508677)

Ubiqutous Urban Information System

유비쿼터스 도시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의 최신정보와 일반적인 개요를 

다룬다.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등에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입력 및 자료 분석방법을 실습하고 익힌다.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gener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urban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and ITS. It also overviews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urban analysis utilizing informations generated by LIS and 

ITS.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2017.02.21 15:18:594 / 6[Uca0402r]



capstone designⅠ

도시 개발 계획안에 관한 연습을 통하여 계획 이론의 실습 및 계획 기법을 경험토록 하여 개인별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 분석, 

계획안 작성 능력을 키운다.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gener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urban engineering practice. It 

also overviews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national planning utilizing informations generated by planning method.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계획에 대한 이론과 현실적 기초 조사를 통하여 계획지역의 비판 및 미계획된 지역에 대한 개인적 구상 능력을 함양한다.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gener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urban engineering practice. It 

also overviews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planning area utilizing informations generated by field survey and planning 

method.

● 교통조사분석및실습(509613)

Transportation Survey Methods and Data: Analysis and Practice

본 과목은 자료획득을 위한 다양한 조사설계와 수집자료의 분석방법의 이해와 습득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통행행태분석을 

위한 표본추출이론과 기법, 다양한 설문조사방법,IT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Big-data화된 자료의 획득소스와 분석방법에 관해 

강의한다. 실제사례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토록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design and analysis of various types of survey useful for collecting transportation data. Topics 

include: theories and techniques of sampling; methods of survey implementation; types of information collected via different 

questionnaires; and collection and analysis of IT-related transportation big-data. Participants will design their own survey 

step-by-step, and then process and analyze the data. Techniques of data-exploration and modelling using computer 

software, on real survey data, will be lectured.

● 도시경관과공공디자인(509653)

Cityscape and Public Design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미시적, 거시적 구성요소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자연적 

조건과 인공적 조건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시각과 능력을 함양토록 한다.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에서의 계획가의 위상과 

입장, 전국 지자체 경관계획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serve special sight and ability to coordinate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s for comfort and 

harmonized city making th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of urban amenity elements.

● 도시계량분석및실습(509654)

Quantitative Analysis and Exercise in Urban Planning

본 과목은 도시계획과정에서 요구되는 수학적/통계적 분석 기법의 습득을 목표로 기초이론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계획 사례를 

활용하여 실습토록 한다. 인구추계, 통계분석, 경제성분석 등 다양한 기법의 적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Excel 및 통계패캐지 등을 

최대한 활용 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concepts and methods needed for urban planning 

process. It aims at making students be familiar with real-world practices with various exercises, utilizing computer 

packages, such as Excel and SPSS.

● 도시구조및실습(509655)

Urban Structure Practice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활동 체계의 파악을 통한 도시 지역의 공간 구조를 밝혀내는 체계 분석적 학문이다. 또한 현장실습을 

통하여 도시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실습을 진행한다.

This  is the systematic and analytic course to understand the spacial structure in  urban area by grasping a variety of 

activity systems occurring in the city. In addition, Perform a general practice on the urban structure through the fiel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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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탐사와도시읽기(509657)

Town Exploration and City Reader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시를 탐사하는 형태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도시 발전의 현상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역사적, 인공적, 자연적요소들과 현재를 만든 여러 가지 힘들의 움직임을 스토리로 엮어내면서 스스로 얼마나 성장하는 

가를 몸으로 느끼는 수업이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a class for learning how to explore a town and read the city. How to explore areas of older and traditional 

cities has been one of major tasks of urban engineering and planning professions.  This course presents a way of explore 

the city plan and read its implementation for such areas as residential, industrial, commerical examples. It focuses on 

details of various redevelopment methodologies.

● 산학연계세미나실무Ⅰ(509764)

Field StudyⅠ

도시 및 교통관련 산업과 연계한 현장경험과 실무 위주의 강의로 도시    및 교통분야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at enhancing students’theoretical capacity by exposing students to various field experiences and 

practices in urba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ith diverse case studies and  practice-oriented lectures.

● 산학연계세미나실무Ⅱ(509765)

Field StudyⅡ

도시 및 교통관련 산업과 연계한 현장경험과 실무 위주의 강의로 도시    및 교통분야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at enhancing students’theoretical capacity by exposing students to various field experiences and 

practices in urba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ith diverse case studies and  practice-oriented lectures.

● 어반디자인과도시재생(509858)

Urban Design and City Regeneration

어번디자인과 도시재생은 도시의 미적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서로 연계시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적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기성시가지의 쇠퇴로 인한 도시의 많은 중심기능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시점에 좋은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The field of urban design and city regeneration is one of major vital elements of urban planning process, which enhances 

the quality of urban life as well as beautify the appearance of entire city.  This course examines factors of urban design in 

a theoretical context. This course focus on how to make urban environment better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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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바이오응용공학부 (Division of Applied Bioengineering)

◎ 전공핵심

● 바이오의약입문(401546)

Introduction to Bio-pharmaceutics

본 교과목은 생명과학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들 중 첨단 바이오의약 산업에 초점을 맞춰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사고력 및 

창의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응용공학부 바이오의약공학 전공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구성된다. 본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향후 바이오의약공학 전공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된다.

This course is mainl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 in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which is one of the 

three programs in the School of Applied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and is aimed to produce the engineers and 

scientists who lead in the fields of biotechnology, biomedical sciences, and bio-pharmaceutical industries. This course 

offers basic knowledge and attitude to advance to the Program in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 식품공학개론(401562)

Introduction to Food Engineering

본 교과목은 4년 과정의 식품과학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식품공학 과정의 이해에 초점을 둔다. 다루는 주제는 조작, 과정, 저장, 

포장, 식품생산물의 분포에 대한 공학적 적용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런 접근을 통해 개념에 대한 적용, 개념의 신뢰도를 

획득할 뿐만 아닐라 문제해결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curriculum is focus on undergraduate food engineering courses taken by students pursuing a four-year degree 

program in food science. The topics presented have been selected to illustrate applications of engineering during the 

handling, processing, storage, packaging and distribution of food products. The approach is intended to assist the student 

in appreciating the applications of the concepts, while gaining an understanding of problem solving approaches as well as 

gaining confidence with the concepts.

● 의생명공학개론(401579)

Principles of Medical Biotechnology

의생명공학개론은 생명공학의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의공학과의 융합을 통한 의생명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의약신소재공학, 분자생화학, 면역공학, 세포조직공학,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의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분야의 기초지식 및 

응용방법에 대해 이해하여 의생명공학 전문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principles of medical biotechnology field through the fusion of biotechnology, medical 

engineering and life science. Basic knowledges of medicine novel material engineering, molecular biochemistry, immune 

engineering, cell tissue engineering and gene recombinant technology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its will be studied. With 

these knowledges, it will train experts in medical biotechnolog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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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의생명공학(Medical Biotechnology)

의생명공학(Medical Biotechnology, MBT)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첨단 학문으로서 생명과학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자의학, 유전정보 빅데이터 활용, u-헬스케어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의생명공학과는 병원미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분자생화학, 면역제어공학. 생물공정공학. 의학, 약학 등의 생명 관련 과학 및 공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실험·실습을 통한 체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의약품 신소재 개발, 생명 유전정보의 응용, 바이오칩의 개발, 

약물전달기술, 인체생리의공학, 바이오제약 개발 등을 중점 교육하여 의생명공학 분야를 이끌어 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교육목표

21세기는 MBT(의생명공학 : Medical Biotechnology) 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의생명공학과는 2001년 생명공학과로 

신설되어 2002학년도부터 신입생 50명을 정원으로 출발하였다. 의생명공학과 관련된 이학 및 공학의 핵심 과목을 개설함과 동시에, 

최근 급발전하는 신약개발 관련 과목 및 생명정보공학 과목도 개설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생명공학 분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고자, 생물산업체의 현장경험과 연구소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의욕적인 교수들을 다수 초빙하여 

현재 5명의 유능한 교수진들이 학과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생명공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들의 초청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의 이론적 지식에 최신의 의생명공학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또한, 의생명공학 업체 및 연구소의 탐방을 통해 

현장지식과 현장경험을 체득케 함으로써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학과를 졸업하면 생물공학기사 1급, 식품제조기사 

1급, 생명공학교육관리사, 특허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들은 유학과 대학원 진학을 통해 계속 

학문연구의 길을 택하거나, 국내 외의 학계,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체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바이오벤처 창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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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의생명공학 (Medical Biotechnology)

◎ 전공핵심

● 분자면역제어공학Ⅱ(401324)

Molecular Immune Control EngineeringⅡ

분자면역제어공학Ⅱ는 인체 면역계에 의한 건강증진에 대한 것으로 백신 개발, 항체공학적 기법, 면역조절 물질 개발, 장기 이식, 

항암치료 등을 위해서 인체 방어기작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여 생체 질병 치료 또는 에방 할 수 있는 응용지식을 

습득한다.

The emphasis of molecular immune control engineeringⅡ is being manipulated to improve human health. So, it considers 

vaccination, antibody engineering, development of immune control material, transplantation, cancer therapy by 

understanding human defense mechanism.

● 의생명기초단위계산(401580)

Basic Units and Calculations in Medical Biotechnology

기초적인 단위와 차원 개념을 바탕으로, 단위 환산, 기초 방정식 풀이 및 기초 미적분 계산 등을 통해 의생명공정공학의 물질수지에 

대한 기본 내용을 미래 생명공학도에게 강의한다

Based on the fundamental units and dimensions, this course aims to lecture the unit conversion, the solution of basic 

equations, the basic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ations, and the material balances of medical bioprocess for the future 

biotechnologist.

● 분자세포생물학Ⅱ(501618)

Molecular Cell Biology Ⅱ

생물체의 생명현상인 성장, 자손증식, 변이, 발생, 분화, 기능조절 등에 관련되어 있는 작용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며, 

유전물질, 단백질, 원핵및 진핵세포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세포 기능과 암의 발생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Molecular Cell Biology I, II is a instruction on the living system in terms of cell in the aspects of growth, replication, 

mutation, development, differentiation, and functional regulation. It covers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DNA, 

protein, gene expression, cell function, and cancer development.

● 산업미생물학(501780)

Industrial Microbiology

산업미생물학의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단계인 미생물 배양의 기본 원리와 실제를 우선 소개하게 된다. 또한 미생물 배양 및 목적 

물질의 각 생산단계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여 미생물로부터 유용 물질을 생산하고 실제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세부적인 강의주제로는 원핵 및 진핵미생물의 구조 및 기능적인 특성, 미생물의 생리적인 다양성, 미생물의 성장과 조절, 세균 

유전, 발효시스템, 미생물효소, 건강식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cultivation of microorganisms in the general studies of industrial microbiology are going to be 

essentially introduced. In situ 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useful products are going to discuss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ing steps for the objectives. Specific themes include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prokaryotic and eukaryotic microorganisms, physiological diversity of microorganisms, growth and 

control of microorganisms, genetics of bacteria, fermentation system, microbial enzyme, and healthy food.

◎ 전공심화

● 미생물생리학및실험(401136)

Microbial Physiology and Laboratory

미생물에 필요한 멸균법, 미생물의 분리, 배양, 동정 및 분자 생물학적 기본 기술에 대하여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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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focused on how to sterilize, how to isolate microorganisms in the environments and how to identify theses 

microorganisms. This course also deals with molecular techniques using microorganisms.

● 병원미생물학(501483)

Medical Microbiology

이 과목은 병원미생물과 감염질병의 기본 이론을 이해시키고, 감염성 질병의 전염 과정, 무균 처리의 원리, 신체 정상균총의 역할 

및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들이 일으키는 질병에 관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learning opportunities in the basic principles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It 

covers mechanisms of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principles of aseptic practice, and the role of the human body’s 

normal microflora. The biology of bacterial, viral, fungal, and parasitic pathogens and the diseases they cause are covered.

● 분자세포생물학Ⅰ(501617)

Molecular Cell Biology Ⅰ

생물체의 생명현상인 성장, 자손증식, 변이, 발생, 분화, 기능조절 등에 관련되어 있는 작용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며, 

유전물질, 단백질, 원핵및 진핵세포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세포 기능과 암의 발생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Molecular Cell Biology I, II is a instruction on the living system in terms of cell in the aspects of growth, replication, 

mutation, development, differentiation, and functional regulation. It covers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DNA, 

protein, gene expression, cell function, and cancer development.

● 대사생화학(505522)

Metabolism Biochemistry

생체를 구성하는 기본 생체분자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핵산의 세포내 대사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세포내에 생체분자들의 

분해와 합성대사 및 에너지 생산과 이용, 생체분자들의 세포내 순환 등에 대해 이해하여 대사공학의 기초와 응용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of biomolecules, such as proteins, fats, carbohydrates, and nucleic acids with an 

emphasis on the 

catabolism, anabolism and cellular circulation of various biomolecules and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chemical energy.

With these knowledges, it will be useful for basic and applied research of metabolism engineering.

● 생명공학과특허(505917)

Biotechnology and Patent

생명공학 제품의 특허 전략, 특허출원 절차, 명세서 작성, 특허기술평가, (벤처)기업평가, 기술이전, 특허지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권 효력 및 침해 등을 이해시킴으로써 생물 산업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bio-patenting strategies, procedure of patent application, evaluation of patent technology, evaluation 

of bio-ventures, transfer of patent licence, patent map, search of patent information, validity, and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 분자면역제어공학Ⅰ(508855)

Molecular Immune Control EngineeringⅠ

분자면역제어공학Ⅰ은 인체 면역계 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안점과 면역세포 그리고 관련 분자들에 대한 설명과 이들이 병원균 침입 

시 어떻게 인체 방어에 관여하는 지에 대한 기작을 강의한다.

The emphasis of molecular immune control engineeringⅠ is upon the human immune system and how its sucesses, 

failure and compromises affect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it describe the cells and molecules of the immune system and 

how they work together in providing defenses against invading pathogens.

● 바이오산업현장실습(509211)

Bioindustry Intern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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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분야는 IT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전략산업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식량, 고령화, 환경, 에너지 등 인류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하에 생명공학 기술 선점 및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생명공학 세계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미래 트랜

드, 미래수요를 파악하여 국내 생명공학 육성 및 발전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fter IT, biotechnology may lead to global economy as a strategical core industry to overcome serious human problems 

such as food, aging, environment, and energy etc. Regarding this, leading countries like USA, JAPAN, EU are enforcing 

efforts to take leads for technical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technology market. Thus, we utilize as basic data 

for our bio-industry via well organized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we understand our curr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bio-industry. We will give a great big help to

our biotechnology foster and development via the verification of future trend and future supply.

● 유전자제어공학(509212)

Gene Control Engineering

분자 유전학과 전달 유전학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몇가지 모델 생물들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과목은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유전자 클로닝 및 발현과 각종 Library 구축 기술들에 대하여 강의한다. 2부에서는 각종 발현 시스템(원핵세포, 

진핵세포)에서의 과발현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하며, 3부에서는 주로 Genomics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한다.

The principle and mechanism of molecular genetics and transmission genetics are emphasized and illustrated by using 

several model organisms. The course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will cover the gene cloning, the expressing 

cloned genes, and the construction of library. The second part will cover the overexpression systems (prokaryotic and 

eukaryotic system). The third part will cover genomics and its related areas.

● 효소공학및실험(509217)

Enzyme Technology and Laboratory

분자생화학에서 습득한 효소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단백질 효소를 중심으로 효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를 이용한 

효소반응속도론의 이론과 실제를 실험․실습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효소의 대량 생산 및 분리․정제기술을 

익히고, 단백질 효소의 농도와 활성측정 및 정제된 단백질의 분자량 측정 등을 학습한다.

This laboratory course provides experiments with enzymes for understanding the topics covered in the Molecular 

Biochemistry course, such a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enzymes, enzyme kinetics, and production and 

purification of protein enzymes utilizing genetic engineering.

● 단백질구조학및3D프린팅(509429)

Protein structure and 3D printing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본 이론을 이해시키고 단백질의 X선 결정학, 촉매활성, 수용체 결합, 단백질 접힘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또한 바이오프린팅, 세포 프린팅, 4D 프린팅을 포함하는 3D 프린팅의 한 분야를 소개하고,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자인 실습 및 실습물의 실제 프린팅 방법을 설명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proteins, and with the engineering of protein in x-ray 

crystallography, catalytic activity, receptor binding, or folding. The course provides a introduction for a field of 3D printing, 

including bio-printing, cell printing, 4D printing.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to be “makers” by using 3D modeling 

software, printing actual physical objects that they have designed.

● 바이오(산학연계학)(509430)

Bio (industrial academic)

생명공학 전공 졸업대상 학년을 대상으로 생명공학의 적용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Field Study (Biotech) Ⅰ․Ⅱ gives a chance to drill the potential of student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oriented professional 

environment such as company and institute.

With aid of field focused study and field trip will present a practical understanding on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2017.02.21 15:18:593 / 6[Uca0402r]



● 바이오제약공학(509431)

Biopharmaceuticals Engineering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한 수정란 세포 또는 줄기세포의 개체로의 분화/발생과정을 공부하여 인체 각 장기생성과정 및 유지과정을 

이해 및 응용을 통하여 줄기세포로부터 각 장기의 인위적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체질환의 발생을 이해하고 이들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학문적인 기초 및 응용 지식을 습득한다.

Fertilized egg or embryonic stem cells will be developed or differentiated into each organ and this differentiated organ will 

be maintained through whole life. This organogenesis and maintenance process from embryonic stem cells will be 

understanded. The prevention or therapy development for human diseases will be discussed on application with these 

basic knowledges.

● 생명정보공학(509432)

Bioinformation Engineering

생물체 및 유전자, 단백질, 대사물질 등에 대한 생물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생물의 게놈 및 단백질체와 대사체 분석기술, 

단백질 및 유전자 관련 데이터뱅크 종류 및 접근법, 바이오칩 및 DNA칩(microarray)의 제조 원리와 변이 유전자의 검출기술 등을 

학습하고 활용한다.

Bioinformation Engineering is the process of relating large computer databases to biological systems which help us better 

understand life's processes in healthy and disease states,and find new or better drugs. Typically, bioinformatics is 

associated with massive databases of gene and protein sequences and structure/function information into which new 

sequences are deposited. The databases are searched by remote computer access in order to compare and contrast to 

known sequences. Collectively, the fields of genomics, proteomics, and computer science all utilize the new field of 

bioinformatics as their operating tool.

● 세포조직배양공학(509433)

Cell Tissue Culture Engineering

백신, 단일클론항체, 인간성장호르몬, 인터페론, 진단시약, 혈압강하제, 혈전용해제, 조혈인자 등 21세기에 가장 촉망받는 

고부가가치 단백질 제제와 항암제, 항생제 및 천연생리활성 물질들의  생산 및 적용을 위한 각종 미생물, 식물, 동물세포 및 조직의 

배양기술과 이의 응용을 학습한다.

Cell Tissue Culture Engineering gives a chance of studying knowledge and technology involved in culture of 

microorganisms, plant and animal cells and tissues for the producton and applicatin of vaccines, monoclonal antibodies, 

human growth hormones, interferon, diagnosis molecules, anticancer drugs, antibiotics, and other natural bioactive 

substances.

● 최신의생명토픽(509436)

Recent Biomedical Topics

최신 의생명 토픽 과목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약품개발, 생리활성물질 연구, 단백질 화학연구, 줄기세포 연구, 재생의학, 

생체재료 및 조직재생 등 다양한 의생명 공학 분야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및 연구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 current informations about various biomedical technology fields consisting of drug development,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research, protein chemical engineering, stem cell research, regeneration medical science, 

biomaterial and tissue generation technologies.

● 바이오공정공학Ⅰ(509713)

Bioprocess Engineering Ⅰ

바이오공정의 최적화에는 화학공학, 생화학 및 미생물학 등의 총체적인 접목이 필요하다. 본 강의의 초점은 효소 및 세포생장 

반응의 속도론, 세포 생리의 정량적 분석, 고농도 세포배양에서의 물질전달 문제, 생물반응기의 설계와 대규모화, 효소 및 세포의 

고정화, 바이오칩의 설계와 응용, 산물의 회수와 정제, 미생물 및 동식물 세포의 배양 공정 최적화 기법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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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chemical engineering, biochemistry, and microbiology is required for the optimization 

of biological processes.  The emphasis of this course is placed upon the kinetics of enzyme and cell growth reaction,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cell physiology, mass transfer problems in high-cell density culture, design and scale-up of 

bioreactor, immobilization of enzyme and cell, design and application of biochips, recovery and purification of bioproducts, 

and optimization techniques of cultivation processes for the microbial, plant and animal cells.

● 바이오공정공학Ⅱ(509714)

Bioprocess Engineering Ⅱ

바이오공정의 최적화에는 화학공학, 생화학 및 미생물학 등의 총체적인 접목이 필요하다. 본 강의의 초점은 효소 및 세포생장 

반응의 속도론, 세포 생리의 정량적 분석, 고농도 세포배양에서의 물질전달 문제, 생물반응기의 설계와 대규모화, 효소 및 세포의 

고정화, 바이오칩의 설계와 응용, 산물의 회수와 정제, 미생물 및 동식물 세포의 배양 공정 최적화 기법 등에 있다.

Integ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chemical engineering, biochemistry, and microbiology is required for the optimization 

of biological processes.  The emphasis of this course is placed upon the kinetics of enzyme and cell growth reaction,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cell physiology, mass transfer problems in high-cell density culture, design and scale-up of 

bioreactor, immobilization of enzyme and cell, design and application of biochips, recovery and purification of bioproducts, 

and optimization techniques of cultivation processes for the microbial, plant and animal cells.

● 분자생화학(509741)

Molecular Biochemistry

생체를 구성하는 기본 생체분자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핵산에 대하여 구조, 생체 내 기능, 작용기작, 생합성 및 분해 기작, 

유전적 조절 등을 이해하고, 이들 생체분자들의 생화학적 반응을 분자, 유전자, 반응에너지 측면에서 강의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와 

응용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of biomolecules, such as proteins, fats, carbohydrates, and nucleic acids with an 

emphasis on the structure, functions, genetic regulation, biosynthesis, and degradation, which will be useful for basic and 

applied research of biotechnology.

● 세포조직배양및실험(509793)

Cell Tissue Culture and Laboratory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및 조직을  현미경적 관찰 및 생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세포 및 조직의 의 구조, 기능, 세포소기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세포의 발생, 분화에 미치는 여러 생장요소들을 학습하고, 미생물, 식물, 동물세포의 세포학적 차이와 배양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실용적으로 학습한다.

Cell Biotechnology Experiment presents the understanding of cell and tissue structure and function through microscopic 

observation and biochemical analysis. Topics on the factors affecting cell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to tissue. The 

differences among microorganisms, plants, and animals in the level of cell and culture will be discussed with visual 

experiments.

● 의생명공학연구및실험(509912)

Medical Biotechnology Laboratory

의학과 연계한 생명공학, 의생명과학 및 응용의생명과학 분야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체의 생리, 생화학적 반응 기반을 

근거로 생체조직 또는 체액중의 바이오마커에 대하여 생화학적 분석과 결과를 토대로 생체 정상유무의 평가기술방법과 질환에 

대한 항생약물, 생체의용재료등에 의한 치료효과 평가와 새로운 진단기술개발과 더불어 실험 기자재 원리 및 운용방법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이론과 실험을 통한 전문연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수업진행으로 졸업 후 

진로연계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등의 취업에 필요한 전문연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체재료 및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응용 전문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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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biotechnology laboratory is an intergrated research subject fused with biotechnology, medicine, and applied 

medical bioengineering. Basic knowledges and research skill will be studied for medical informations, medical facilities, 

biomedical materi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and new diagnosis techniques. With these knowledges, a variety of 

equipments and systems for biomedical facilities, computational tools, and biomaterials will be studied. Research project 

will be carried out by attendees and they will fulfill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future promotion toward institutes, 

research center, company, and medical industry related to the developments of biomedicine, biomaterials and health 

functional food .

● 의약신소재공학(509913)

Medicine novel material biotechnology

다양한 생물체의 구성성분과 대사산물들을 이용한 새로운 생물기원의 신소재 기능연구 및 응용 가능성 등을 강의한다. 

생물신소재의 특성과 종류, 구조, 생물학적 기능 및 활성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생물신소재의 생체에 대한 작용, 작용기전, 대사 

및 상호작용 등을 강의하며 생물신소재의 응용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research and apply biological functions using components and metabolic products of various 

organisms. This course offers with characteristic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novel biomaterials. Also,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about reaction mechanism, metabolism, and interaction of novel biomaterials.

● 인체생리의공학(509923)

Human Physiology Medical Engineering

생명공학, 의학, 공학이 접목된 광범위한 학문으로써 의료정보, 의료기기, 의용 재료 및 생체역학 등 바이오메티컬공학의 대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인체 대체물 개발을 위한 생체의용재료, 생체역학 등을 강의, 실습을 통하여 수학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생체재료 및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응용 전문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있다.

Human physiology medical engineering is a intergrated subject fused with biotechnology, medicine, and engineering . 

Basic knowledges will be studied for medical informations, medical facilities, biomedical materi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With these knowledges, a variety of equipments and systems for biomedical facilities, computational tools, 

and biomaterials will be studied. Attendances fulfill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developments of biomedicine, biomaterials 

and health functional food.

● 재조합단백질생산및실험(509955)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and Experiments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미생물 및 동식물 세포의 단중장기 보관, 세포증식과 기질소모 및 산물생산 등 각종 발효변수의 측정, 

유전자 발현  및 재조합 세포 발효 최적화를 통해, 다양한 재조합 단백질의 산업적 생산 공정 기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experimental procedure for short-, mid-, and long-storage of 

recombinant microbial, plant and animal cells, the measurement techniques of fermentation parameters for cell growth, 

substrate consumption, and product formation. Especially,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heterologous gene expression 

and the production of recombinant proteins, the industrial bioprocess techniques for various recombinant cells will be 

educated.

● 항생물질공학(510049)

Antibiotics Engineering

세균, 기생충, 곤충, 식물, 동물세포, 바이러스, 진균, 암세포 및 면역증강 혹은 억제등에 대하여 생체의 항상성이 유지 되도록 

인위적 조절 물질인 항균제, 항기생충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및 면역 조절제의 구조 및 기능적 특징과 천연물로부터 

항생물질 소재의 추출법 및 분리/정제법 및 작용기전, in vivo 또는 in vitro 활성측정법 등을 강의하고 관련 장비의 기능원리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structure and functionality of antibiotics such as anti-bacteria agent, anti-worm agent, anti-fungus agent, anti-virus 

agent, anti-cancer agent against bacteria, worm, insect, plant, animal cell, virus, fungi, cancer and immune regulatory 

material gives a lecture to attendee. In addition, extraction/purification protocol of antibiotis from natural products, action 

mechanism, in vivo/in vitro activity assay, and the usage of related equipment give a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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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바이오의약공학(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Major)

바이오의약공학은 21세기를 주도하는 바이오 분야의 첨단 응용학문이다.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질 및 기능을 인류의 웰빙 및 경제적 이득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학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생명과학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들 중 첨단 바이오의약 산업에 초점을 맞춰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사고력 및 창의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산업부에서 지정한 블루바이오소재개발센터의 주도적 참여 학과로서, 

해양생물과 한방자원을 접목한 바이오신소재를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 교육목표

1989년 미생물학과로 신입생 40명을 정원으로 출발하여, 1996년 대학원 석사과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학년도까지의 학위수여자는 

24회 이학사 847명, 이학석사 19회 74명을 배출하였다. 1997년 학부제 통합으로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는 생명과학부로, 1999년 

학부제 확대 방침으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를 포함한 과학기술학부로 변경하여 200명 단위로 선발하였으나, 

2001년 학부개편으로 과학기술학부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는 생명과학부로 분리되었다. 2003년 생명과학부의 미생물학전공은 

생명응용과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6년 학부제 개편에 따라 생명과학부는 분자생물학과와 생명응용과학과(2007년 

생명응용학과로 명칭 변경)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생명응용학과 교수진의 주도 하에 교육부 지원 

프라임사업 참여 학과로서 바이오응용공학부 바이오의약공학 전공이 2017년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생명응용학과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다. 본 전공 소속 교수진은 유전자제어공학, 바이오신소재공학, 세포공학, 의약품분석화학, 

제약공학, 화장품공학, 융합바이오공학 등 다양한 바이오의약공학 관련 전공 분야에서 학문 연구 및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본 전공 교수진을 중심으로 하여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된 블루바이오소재개발센터 및 실용화지원지역 

혁신센터(RIC)를 통해 대학-산업체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전공 학문의 산업화 및 실용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우수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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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바이오의약공학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바이오의약공학(401545)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생물체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교과목으로, 여러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식의약 소재를 개발하고 유전체를 분석하여 다양한 질환 예측을 돕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제 : 핵산/단백질/항체/재조합/바이오의약소재/이용분야

This course is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produce commercially useful materials by utilizing the functions and information 

of living organisms. It covers the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pharmaceutical materials by utilizing various 

bio-technologies.

Topics : DNA/protein/antibody/recombination/biopharmaceutical materials/applications

● 분자생물학Ⅱ(501615)

Molecular Biology Ⅱ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제 반응을 분자적 차원에서 강의하고 특히 생체 구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와 기능 및 발현 조절, DNA의 복제, 전사 및 단백질 합성 과정 등에 관한 이론을 습득케 한다.

Provides a sound molecular basis in the solution of problems in various areas of biological sciences. In particular, students 

are expected to have a theoretical grounding in the structure, function and ex-pression controls of proteins, furthermore, 

replication of DNA, gene transcription, translation of genetic code and protein synthesis.

● 세포생물학(502050)

Cell Biology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는데, 이 세포는 원형질막으로 둘러싸인 단위체로서, 여러 화학물질들을 함유한 

수용액으로 채워져 있고, 성장과 분열을 통해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임에 

기인하여, ‘세포생물학’은 생명의 정의와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실마리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All living things are made of 'cells': small, membrane-enclosed units filled with a concentrated aqueous solution of 

chemicals and endowed with the extraordinary ability to create copies of themselves by growing and dividing in two. Cells 

are the fundamental unit of life, and it is to 'cell biology' that we should look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life is and 

how it works.

● 응용미생물학(502842)

Applied Microbiology

세균, 곰팡이, 효모, 방선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 전반에 걸친 형태, 구조, 대사, 기능, 생리, 유전현상 등 미생물의 기초와 더불어 

산업적, 의약적, 환경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 강의한다.

Covers the morphology, structure, metabolism, function, physiology and genetic of bacteria, fungi, actinomycetes and 

viruses, respectively. It will be include general basic principles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udies of microorganism on the 

aspects of industrial, pharmaceutical, and environmetal fields.

◎ 전공심화

● 단백질공학(500859)

Prote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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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이론적 기본 원리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단백질을 제작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법과 단백질 변형에 

관련된 기술과 실제 응용을 다룬다. 

주제 : DNA 정보를 이용한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예측/단백질의 발현/ directed mutagenesis/단백질 접힘 및 안정성/ 단백질 및 

drug의 고안/ 산업적 응용

This course is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proteins 

Topics :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amino acids/the determination of the linear sequence/analyses of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s of the macromolecules/kinetics and mechanisms of enzyme catalyzed reactions/regulation 

of enzyme activity

● 분자생물학Ⅰ(501614)

Molecular Biology Ⅰ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제 반응을 분자적 차원에서 강의하고 특히 생체 구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와 기능 및 발현 조절, DNA의 복제, 전사 및 단백질 합성 과정 등에 관한 이론을 습득케 한다.

Provides a sound molecular basis in the solution of problems in various areas of biological sciences. In particular, students 

are expected to have a theoretical grounding in the structure, function and ex-pression controls of proteins, furthermore, 

replication of DNA, gene transcription, translation of genetic code and protein synthesis.

● 산업미생물학(501780)

Industrial Microbiology

산업미생물학의 기초와 응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미생물학의 기초적인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응용과 그 산물에 대해 이해한다. 산업미생물학의 시작과 발효공정에 대해 학습하고 유전공학의 도입의 

기술적인 면을 탐구한다. 또한 식음료, 유기산, 아미노산, 항생제, 비타민, 단백질 의약품 등의 생산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clude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industrial microbiology based on the basic information of microbiology. 

Application process and their products of microorganisms using in the industrial field will be provided. It will be included the 

start of industrial microbiology, fermentation processes, and genetic engineering techniques, as well as the producing of 

food and beverage, organic acids, amino acids, antibiotics, vitamins and etc.

● 생물공학(501836)

Bio-engineering

바이오의약품과 식의약제품, 건강기능식품, 의생명소재 등 생물공학제품을 생산하는 생물산업의 중요도를 파악한다. 

생물공학제품과 바이오특허(균주/물질/제법 특허, 출원, 등록, 관리) 및 생물공학제품의 제조허가, 제조관리(KGMP), 안정성 

검사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또한 차세대 생물공학의 연구방향 및 산업화 전략을 숙지한다.

Introduce the importance of biological industry including biopharmaceuticals, biological medicines, health functional food, 

and biomedical materials. This course including products by bioengineering processes, biological patents, manufacturing 

license,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KGMP), and safety inspection. More, R&D direction and strategy of industrialization 

about bioengineering of next generation will be added.

● 생화학(501873)

Biochemistry

생명 현상의 보편적인 메커니즘을 분자·유전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세포, 조직 등을 포함한 생물체 구성성분인 물,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및 지질의 기본 구조 및 그 기능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course offers molecular structure and function of typical biomolecules such as water, protein, carbohydrate, nucleic 

acid, and lipid which are elements of living organisms, including cells, tissue, organ for understanding the molecular 

mechanism of living system.

● 유기화학(502743)

Organic Chemistry

유기 화합물의 명명법, 결합구조의 특성, 작용기의 반응 등과 같은 화학적 기초 이해와 함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및 핵산 등으로 

구성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화학적 특성에 맞게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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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ells composed of fats, carbohydrates, proteins, nucleic acids, etc., along with 

chemical basics such as nomenclature of organic compounds, properties of bonding structures, and reaction of functional 

groups

● 유전공학(502764)

Genetic Engineering

생물체의 가장 기본이자 생명의 중심인  전자의 유구성물질인 핵산(DNA, RNA)의 대사, 생합성, 유전자의 복제, 전사에 관한 

기초지식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응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유용물질을 대량생산하는 유전공학의 제반원리와 최신 실험 기법을 

다룬다.

 주제 : 염색체 복제/전사/번역/ 유전자의 발현 및 제어/DNA 분석법

Provides an advance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biological reactions and biosynthetic mechanism of the genetic 

components, nucleic acids (DNA and RNA), gene replication, transcription and application for genetic engineering or 

recombinant techniques such as bio-pharmaceutics. This course will describe the genomic replication systems of 

eukaryotic cells. Topics : chromatin structure/chromosome replication/ control of gene expression/repair of DNA 

damage/recombination /oncogene regulation/DNA sequencing

● 인체생리학(502965)

Human Physiology

생리학은 생명체가 세포로부터 조직, 조직으로부터 기관, 기관으로부터 기관계에 걸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등의 총체적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중추신경계 및 

자율신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생리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Physiology is the study of normal biological function, from cell to tissue, tissue to organ, organ to system, as well as how 

the organism as a whole accomplishes particular tasks essential to life. In this class, we will study the basis of physiology 

with focusing on the central and peripheral nervous systems.

● 바이오나노공학(507770)

Bionano Engineering

바이오나오공학은 바이오기술(BT)에 나노기술(NT)을 접합한 대표적 융합분야로서 새로운 연구분야와 기술을 포함한다. 

개념, 종류와 약물전달시스템, 나노바이오센서, 칩 등 다양한 응용분야와 나아가 새로운 신기술 및 방법 등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Bionano Engineering covers new academic disciplines where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meet and are merged 

together. 

It addresses the basic concept, types, applications including drug delivery system, nanobiosensors, chip, etc, moreover 

introduce emerging techniques/methods recent advances in the developments.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는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이다. 각 과제는 열린 주제로 문제해결과 

방법적인 설계, 문제 진술과 특수화계통적인 조직화, 대안점 제시, 실행 가능한 고려, 상세한 시스템을 기재한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예를 들면 경제요인, 사회적 파급)도 포함한다.

Capstone design offers a unique educational program which was designed creatively and comprehensively. It is to induce 

students able to improve their creativity, executive ability, teamwork, and leadership through the team presentation course. 

Each project includes the use of open-ended problems, development and use of design methodology, formulation of 

design problem statements and specification,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solutions, feasibility consideration and detailed 

system descriptions. It also includes realistic constraints (such as economic factors and social impact).

● Bioinformatics(509531)

Bio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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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RNA 서열, 단백질 서열 및 활성 정보의 검색 및 분석을 비롯하여 생물학 연구자료의 검색, 분석 및 정보 발굴과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또한 생물정보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연구결과에 대해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broad understanding of how computational approaches can be used to 

solve problems in molecular biology. Topics: DNA, RNA, and protein sequence analysis/phylogeny/protein 

structure/search of biomedical articles and other related resources.

● 고급생화학(509582)

Advanced Biochemistry

생화학에서 습득한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질을 포함한 생체물질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생체 반응 기작과 분해를 

통한 에너지 생성, 세포내에서의 생합성 등의 물질 대사를 다룬다. 특히, 물질 대사의 이해를 통해 우리 몸에서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의 생리적인 역할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Biochemistry including protein, carbohydrate, nucleic acid, lipid, this course deals with cell 

metabolic pathways such as energy production through catabolism and biosynthesis through anabolism. Especially, 

intensively analyze physiological roles of the biochemical mechanisms in our body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metabolic 

pathways.

● 기능성화장품공학(509633)

Functional cosmetic engineering

주금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특정 기능이 강화된 화장품인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을 위해 적용되는 최신 기술 및 동향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의 효능 증진 및 극대화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 및 이론을 습득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서의 허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한다

Understanding the latest technologies and trends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cosmetics, such as wrinkle 

improvement, whitening, and ultraviolet screening, with enhanced specific functions. In addition, students acquire the 

biotechnology and theories for enhancing and maximizing the efficacy of functional ingredients used in functional 

cosmetics, and learn about the contents of licensing as functional cosmetics.

● 나노바이오실험(509643)

Experiments of nanobio materials

생체내의 바이오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DNA cloning, DNA 전기영동, 형질전환부터 단백질 생산, 단백질 정제, 단백질 

전기영동법, western blotting 등의 원리 및 방법을 직접 실험하고 결과 분석하는 것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acquire general techniques in Genetic and protein engineering, and 

techniques required for purification and structure analysis of a protein topics : DNA electrophoresis/ DNA cloning/ 

Transformation/ SDS-polyacrylamide electrophoresis/purification/western blotting.

● 뇌-신경공학(509647)

Neural Engineering

뇌-신경공학은 뇌 신경계의 구조, 신경전달물질의 종류, 신경전달물질의 수용체, 신경세포간 신호전달, 신경발생, 신경세포사멸 및 

퇴행성 신경계질환 등을 소개한다. 나아가 뇌 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모델 등과 동작, 시각, 기억, 감각의 신경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주제들을 함께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ructure of the nervous system, neurotransmitters, receptors, intracellular signaling, neural 

development, neuronal cell death, neurodegenerative diseases. 

 Moreover, It covers experimental methods and models in the study of the brain. Also, include the topics illustrating neural 

principles of movement, vision, memory and sensing.

● 바이오시밀러공학(509715)

Biosimilar engineering

대량의 기능성 단백질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주제 : 단백질 활성검토/ 단백질 구조/ 보관방법/정제방법/단백질 전기영동법/단백질 특성분석/농축/칼럼크로마토그래피/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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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deals with techniques for obtaining large quantities of functional proteins.

Topics : protein activity analysis / protein structure /storage /protein purification/ electrophoresis/protein 

characterization/protein concentration/column chromatography/HPLC

● 바이오신소재공학(509716)

Development of Novel Biomaterials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체를 포함한 그들의 구성성분과 그들이 생산하는 대사산물들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생물유래 신소재의 기능연구와 응용 가능성 등을 다양한 질병의 발병과 치료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강의함.

This course introduce the metabolic components and their biological functions of the various novel materials originated 

from the various organisms. Application and research field on these biomaterials will be introduce based on the 

mechanisms of couses and treatment of the diseases.

● 바이오안전성평가와GMP(산학연계학)(509717)

Biosafety assessment and GMP

신약, 화장품, 화학물질 등이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 임상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소개한다.  

그리고 안전성평가의 기본 개념, 여러 평가 시험법 등의 이론적 학습을 심도있게 다루고 나아가 학생들이 실제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실습을 함께 실시한다.

This course is expected to  providing guidelines on how researchers test or conduct studies for the effects of new drugs 

and chemicals on human health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 a non-clinical trial method. Furthermore, the course 

provides basic concepts of various toxicity tests protocols  to enable practical applications of bio-safety assessment 

through actual field practice.

● 바이오이미징(509718)

Bioimaging

바이오이미징은 다양한 영상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영상화하는 기술로 

약물의 표적과 약동학적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바이오이미징에 활용되는 장비의 원리 및 특징을 이해하고 그 활용 현황과 

바이오이미징 관련 규제 동향 등에 대해 강의한다.

Bioimaging is a technology that visualizes biological phenomenon through various imaging systems and  provides 

information such as drug targets and pharmacokinetics. This course cover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equipment 

used for bioimaging, and its current status and regulatory trends related to bioimaging.

● 바이오특허및마케팅(509719)

Biological Patents and Marketing

지적재산권 및 특허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바이오분야 특허 대상, 특허 등록 요건 등 바이오관련 특허 출원을 위한 지식과 

바이오산업, 제품, 기관의 특성에 맞는 상품기획, 마케팅, 홍보, 영업 등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knowled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atent systems, patent 

application for bio field such as Invention patentable and  pat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product planning, marketing, 

public relations, and sal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bioindustry.

● 생물기기분석(509766)

Instrumental Bioanalysis

생체 구성물질과 생체 생산물질의 추출, 분리, 정제에 이용되는 여러 종류의 분석 기기와 크로마트그래피 분석기기의 기본 원리와 

그 이용에 대해 강의한다

Learning about the basic principles and use of various analytical and chromatographic analytical instruments used in the 

extrac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bio-molecules and biologically produced materials.

● 세포공학Ⅰ(509790)

Cell Engineerin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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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인 세포생물학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경제적으로 유용한 세포를 만들거나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원리와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세포막 및 세포소기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cell biology, which is a prerequisite, it is a discipline that explore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artificially manipulating cells to produce economically useful cells or produce useful substances. In this 

lecture, we will focus on cell membranes and cell organelles.

● 세포공학Ⅱ(509791)

Cell Engineering II

선수과목인 세포생물학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경제적으로 유용한 세포를 만들거나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원리와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세포 주기 조절, 세포 사멸, 암, 유전학 및 그 분자적 기초 등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목표로 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cell biology, which is a prerequisite, it is a discipline that explore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artificially manipulating cells to produce economically useful cells or produce useful substances. This 

course is aimed at deepening learning about cell cycle control, cell death, cancer, genetics and its molecular basis.

● 세포공학실험(509792)

Cell Engineering Lab.

세포생물학 및 세포공학 분야의 기초적인 실험법들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세포’를 중심으로 생명의 정의 및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By conducting basic experiments in the field of cell biology and cell engineering, we intend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and working principles of life around 'cells'.

● 시스템생물공학(509826)

System Biology Engineering

시스템생물공학 전공에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생명정보 및 오믹스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전체와 단백질체의 

특성과 기능을 다루고, 특히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시스템 차원에서 새롭게 분석ㆍ규명하는 분야를 소개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genome and proteome that components of living organisms based 

on rapidly increasing bioinformatics and omics technology, especially it introduces new areas of analyzes and identifies of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systems.

● 신경의과학(509843)

Neurology & Medical Science

선수과목인 인체생리학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중추신경계 및 자율신경계를 중심으로 그 해부학적, 생리학적, 그리고 

약리학적 양상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eeply study the anatomical, physiological and pharmacological aspect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based on the knowledge of human physiological background.

● 응용미생물학실험(509907)

Applied Microbiology Experiment

미생물학 이론에 근거하여 세균과 효모, 곰팡이 등의 미생물을 안전하고 정교하게 배양하고 분리하는 기본적인 실험방법을 

비롯하여 대량배양과 돌연변이, 발효 및 대사과정에 관련된 응용기술까지 습득한다.

Provides basic and advanced techniques of various experiments on microbiology including handling and isolating bacteria, 

yeast and fungi on the basis of experimental safety rules, as well as bacterial growth, mutation, fermentation and 

metabolism on the basis of microbiological studies.

● 의약품분석화학실험(509914)

Experiment of Pharmaceutical analyt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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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의약품의 구성과 화학적 성질을 분석하기 위한 성분분리와 확인법, 정량법, 

각종 추출 방법 등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분석시의 문제점을 직접 다루면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component separation and confirmation method, the quantification method and various extraction 

methods for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medicines used for the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 through actual experiments.  The course provides insight into analytical procedures, potential 

problems and troubleshooting to train  students to select appropriate  analytical platform and drive accurate and meaningful 

conclusion

● 화장품공학(510074)

Cosmetic engineering

피부의 구조와 기능, 피부에 적용되는 화장품의 역할, 화장품 성분 등  화장품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 및 화장품의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에 대해 강의한다.

Lecture on scientific knowledge such as structure and function of skin, role of cosmetics applied to skin, and cosmetic 

ingredients, and technical factor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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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식품공학(Food Engineering Major)

식품공학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기반으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산업현장의 실무를 수행할 인재 양성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하고 기능성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 교육목표

2017년 3월 1일부로 바이오응용공학부 내 식품공학 전공 개설. 허만규 전공주임교수 부임.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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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식품공학 (Food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산업공학(401553)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은 기업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간, 재료, 설비 및 에너지로 구성되는 종합적 시스템을 설계, 개선 

및 설치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생산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 작업연구, 자원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인간공학에 대해서 학습한다.

Industrial engineering is the study of designing, improving and installing the comprehensive system consisting of human, 

material, equipment, and energy to improve the rationalization and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is subject is to 

learn about the production management, plant engineering, materials m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quality control, 

work study, resource planning, project management and human factors engineering.

● 식품자원학(401563)

Food Resources

식품자원학에서는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기호식품의 품질, 성분, 특성 등을 물리적, 이화학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이들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중의 중요한 성분 변화 및 특성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식품 선택 및 

조리가공방법을 공부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learn about the appropriate selection of food and the processing method of 

food preparation. Students will study the preparation, processing, preservation of food products and the food quality, 

components,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food livestock products, favorite food in the physical, chemical area.

● 생화학(501873)

Biochemistry

생화학은 생명현상의 화학적 이해에 있으며 생화학의 영역은 모든 타입의 유기체와 유기체가 사는 생물권이다. 본 강좌는 생물학적 

중요 분자의 구조, 기능, 정보적 측면을 살펴본다. 또한 중요한 생체분자인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의 생화학적 성질, 기능, 

생리활성, 생합성과정, 대사작용 등 생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소개한다.

The goal of biochemistry is to understand the chemical of biological phenomena. The realm of biochemistry is the 

biosphere, which consists of organisms of all types and environments in which they live. The contents of this subjects are 

structural, functional, and informational aspects of biologically important molecules. In addition,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biochemistry including biochemical properties, function, biochemical activity, biosynthesis and metabolism in important 

biomolecular, such as carbohydrates, lipids, proteins and nucleic acids.

● 인체생리학(502965)

Human Physiology

인체생리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며, 인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섭식, 이동, 순환, 호흡, 배설 및 감각기 등의 기능과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기작을 

통하여 동물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를 이해시킨다.

Human Physiology is a branch of natural science against humans, it study that by targeting the human body to study the 

life phenomena. In this class, Provides the functions of humans and their constituent parts. Explores the mechanisms that 

operate in living organisms at all levels, and understanding the basic functions of feeding, locomotion, circulation, 

respiration, excretion and sensation.

◎ 전공심화

● 세포생물학(5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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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Biology

세포생물학은 생명의 정의와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실마리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세포의 화학적 조성, 유전자 기작, 생체막의 특성, 에너지 전화 

기구, 세포 신호전달, 세포의 성장과 분화, 발생 기구 등을 다룬다.

Cell Biology is a study that presents the basic clue about the definition of life and how it works. This subject provides a 

knowledge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prokaryotic and eukaryotic cells at the molecular levels. Topics include chemical 

components of cells, genetic mechanisms, membrane phenomena, energy conservation, cell signaling, cell growth and 

division, and the cellular mechanisms of development.

● 식품가공학(502270)

Food Processing

식품가공학은 식품의 저장 ·가공 ·포장 ·분배 등에서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가공식품 ·가공공정의 개발, 가공원료의 선택,  화학성분의 변화, 가공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식품을 가공하는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Food Processing is the study of learning how to use scientific knowledge and engineering technology in storage, 

processing, packaging and distribution of foods. This subject is to learn about the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 and 

processing process, selection of worked material, change of chemical composition and safety of processing product. In 

addition, this subject acquire new knowledge for the scientific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essing.

● 식품미생물학(502277)

Food Microbiology

식품미생물학이란 식품에 관여하는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등과 같은 미생물을 다루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일반미생물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위하여 세균, 곰팡이, 효모, 방선균, 바이러스 등의 형태, 구조, 대사, 기능, 생리, 유전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의한다. 또한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Food Microbiology is a study dealing with the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fungi, yeast, viruses involved in food. 

This subject provides a basic knowledge of the morphology, structure, metabolism, function, physiology and genetic 

phenomenon of bacteria, fungi, actinomycete and virus for basic and application studies of microorganisms. In addition, 

this subject acquire new knowledge for the manufacture of food using microorganisms.

● 식품영양학(502286)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학은 식생활에서 식품과 영양 문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식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구성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과학적 방법으로 규명하며, 음식물이 인체 내로 들어간 다음 유발되는 소화 ·흡수 ·분배 · 배설 과정을 

알아본다.

Food and Nutrition is a study of the organic integration of the food and nutrition problems in dietary life. This subject will 

examine the scientific method to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the physical·chemical properties and components of foods. In 

addition, identify the digestion, absorption, distribution and excretion process by which food is causing the next to enter into 

the human body.

● 식품위생학(502291)

Food Hygiene

식품의 생산, 수확, 가공 및 취급 도중에 혼입되는 건강 장애인자들로써 세균성 식중독, 기생충, 경구 전염병 등 일반식품 위생관련 

요소 뿐 아니라 자연 자생 생물 독, 공해와 식품의 오염, 식품첨가물 등 현대인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식품안전관련 요소에 

관해 다룬다. 또한 본 교과목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실험방법을 다룬다. 각각의 식중독 균을 검출하고 동정하는 방법을 다루며, 최근 

식중독 균 검출에 이용되고 있는 rapid methods를 익힌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significance and control of foodborne hazards associated with pathogenic microorganisms, 

microbial toxins, natural toxins and environmental contaminants. Focus will be given to the maintenance of the food safety. 

And also, The objective this course is to provide experimental methods related to food safety. The course covers detection 

and confirmation methods of foodborne pathogens, and currently used rapid methods for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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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화학(502299)

Food Chemistry

식품화학이란 식품 원재료의 화학적인 특성과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일어나는 식품성분의 화학적인 변화를 배우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식품의 주요성분인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과 무기질의 특징과 식품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식품의 가공 및 저장 중에 일어나는 식품 성분의 화학 및 물리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Food chemistry is a science to learn the chemical properties of food materials and the chemical changes during 

processing or storage of the food components. This subject is to learn about major food ingredients, including water, 

carbohydrates, lipids, proteins, amino acid and vitamins, and find out about the effect of foo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o 

acquire new knowledge of the chemical and physical changes in food ingredients takes place during the processing and 

storage of food.

● 유전학(502771)

Genetics

유전학은 생물의 유전자, 유전, 그리고 변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유전물질, 유전자 구조, 유전자 조절에 유전적 현상에 

대한 이해이다. 주제는 전사 수준에서 유전자 조절 기작, 염색체 구조, DNA 복제, DNA 메틸화, RNA 프로세싱, mRNA 위치, 

단백질 합성이다. 생물학적 유전과 변이를 다룬다.

Genetics is the study of genes, heredity, and the variation of organisms. Genetic phenomena with relation to genetic 

material, structure of gene, the control of gene regulation. Topics include mechanisms of gene regulation at level of 

transcription, chromatin structure, DNA duplication, DNA methylation, RNA processing, mRNA localization, and protein 

synthesis. Deals with the biological inheritance and variation.

● 통계학(504005)

Statistics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고 예측하는 통계기법을 학습한다. 통계적 인식과 

통계학의 의미, 통계학 적용 방법, 확률과 분포, 모집단과 표본, 가설검정과 같은 통계적 기본지식과 통계의 경영 활용사례 등이 

제시되며, 다양한 통계 소프트웨어가 활용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fundamental concepts on statistics in which methods of collection, organization, 

presenta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quantitative data as tools in effective business decision making. Topical 

coverage for this course includes summarizing date, measures of central tendency, dispersion,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normal distributions, sampling,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regression, and chi-square analysis.

● 제품개발론(506143)

Product Development

본 강좌에서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관리에 대하여 다룬다. 신제품 개발에 관한 학제간의 연구를 시도하여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마케팅, 경경전략, R&D, 개발조직, 생산관리 측면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일반론 뿐만 아니라 

산업에 따라 신제품 개발 과정이 어떻게 변형되어야 하는지 공부하게 된다. 제품관리에서는 브랜드관리, 제품계열관련 제품의 수명 

주기관리, 브랜드 자산의 관리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된다.

This course will cover 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 management by a corporation. It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research opportunities for marketing, management strategy, R&D, product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production 

management. This course will deal with not only the general principles of new product development, but also the way it 

should be changed considering industry characteristics. Product management covers topics including brand management, 

product-related management,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and brand equity management.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캡스톤 디자인은 시스템, 과정 또는 요소를 디자인하는데 있다. 식품공학과 학생들은 적절한 계획을 입안한다. 디자인은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과제는 열린 주제로 문제해결과 방법적인 설계, 문제 진술과 특수화, 계통적인 조직화, 대안점 제시, 실행 

가능한 고려, 상세한 시스템을 기재한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예을 들면 경제요인, 사회적 파급)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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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tone Design applies the engineering sciences to the design of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Food Engineering 

students choose the particular design project with approval of appropriate faculty. Design teams are organized. Each 

project includes the use of open-ended problems, development and use of design methodology, formulation of design 

problem statements and specification,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solutions, feasibility consideration and detailed system 

descriptions. It also includes realistic constraints (such as economic factors and social impact).

● 식품공학(508982)

Food Engineering

식품공학이란 식품가공 등에 사용되는 물리적, 기계적 조작의 원리와 장치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분야이다. 본 강좌에서는 식품에 

관한 기본적인 과학 원리를 공업생산에 응용하여 생산력 향상,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의 개발, 기능성 식품의 가공법, 식품가공 

장치의 개발 등을 위한 응용 과학 기술을 습득한다.

Food engineering is the field to deal with knowledge of the principles and apparatus of the physical and mechanical 

operation used in food processing. In this class, learning of applied scientific technique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high 

value-added food material development, functional food processing methods and food processing device develop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of food science to industrial production.

● 곡류과학(509592)

Grain Science

곡류과학은 곡류의 구성, 구조, 성질 등을 연구하며, 이들에 의한 반응과 변형에 대하여 연구한다. 밀, 쌀,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기장 등의 곡류는 세계 식량 공급에 기초해 생산되며, 인간과 동물들의 식품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곡류과학은 중요한 과학 

직업군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쌀의 국내외 

생산 및 수급, 벼 재배 역사, 벼의 형태, 생장과 발육과정, 논토양 및 대기 환경과 벼 생장과의 관계, 품종 등에 대해 강의하고, 

강좌의 후반부에는 세계 3대 식량작물인 밀, 옥수수를 비롯하여 주요 식량작물인 보리, 콩, 감자, 고구마 등의 기원, 분류, 전파, 

형태⋅생리⋅생태적 특성, 품종, 재배환경,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이용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는 작물학 기초 강좌이다.

Grain Science is the study of the composition, structure, and properties of cereals and the reactions or transformations they 

undergo. Grains are plants such as wheat, rice, corn, barley, rye, oats, and millet, which produce grains that are the base 

of the world's food supply.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cereals as food for humans and animals, the field of grain 

science continues to grow as an important scientific career. In the first half, rice that being used as staple food for more 

than 50% of the world population is focused on the domestic and glob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cultivation history, 

morphology, growth. In the second half it briefly introduces the origin, classification, morphology, physiological and 

ecological bases of growth and reproduction, cultivar, growth environment, utilization, and production technologies of the 

other food crops including barley, wheat, corn, soybean, potato, sweet potato, etc.

● 기능성식품학(509632)

Functional Food Science

최근 현대인에게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well-being)이다. 그동안 의술과 약의 발달로 다수의 

질병을 치료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만성 난치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능성 식품 또는 건강 

보조식품들이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능성식품이란 결핍된 영양을 보충하거나 영양의 균형을 통해 건강의 유지,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효능을 갖는 식품을 일컫는다. 본 교과목에서는 질병 예방에 있어서 기능성 식품의 역할 및 최근 기능성 식품의 

개발현황을 강의한다.

Interest in health has grown. Although modern medical and pharmaceutical sciences can cure many diseases, incurable 

chronic diseases are increasing rapidly. To prevent these diseases, functional foods or neutraceuticals are increasingly 

consumed. Functional food is a healthy food claimed to habe a health-promoting or disease-preventing property beyond 

the basic function of supplying nutirents. This class focused on the role of functional food in the prevention of various 

human disease and the recent research trend o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 발표식품공학(509721)

Fermentation Foo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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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공학은 식품과 관련된 발효 미생물, 발효 공정 이론, 발효 기구, 발효 장치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다. 본 강좌는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생화학 분야를 기초로 하여 공업적 발효생산에 필요한 발효과정의 해석이나 발효조 내에서의 

미생물과 발효생산물 관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Fermentation Food Engineering is the application study about fermentation microorganisms, fermentation process theory, 

fermentation instruments and fermentation equipments associated with food. This course is based on the Food 

Engineering, Food Microbiology, Food Chemistry and Biochemistry, and learning about analysis of the fermentation 

process required for industrial fermentation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microorganism and fermentation product within 

the fermenter.

● 식품과면역(509829)

Food and Immunity

본 과목은 식품이 인체의 면역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배우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면역계를 담당하는 세포 또는 

조직의 구성, 조절, 면역세포의 발생을 소개하고, 면역계가 이질적 물질인 항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세포 분자적 수준에서 그 

기전을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항원을 인식한 후 면역계가 활성화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 또는 자신의 이상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토의를 한다.

This course is the study of learning how foods affect on the body's immune system. Therefore, this lecture deals with the 

research on the organixation,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cell and tissuees of the mammalian system,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 used by the immune system to recognize antigen and the process of activation of the immune 

system. We will discuss how activated immune system eliminates foreign molecules, cell and organism.

● 식품과학(509830)

Food Science

식품과학은 식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응용학문이다. 본 강좌는 식품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과 무기질 등에 대해서 알아보며,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및 기타 식품에 대한 식재료별 특성과 영양 성분의 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킨다.

Food science is the applied science with the overall content of food. The contents of this subjects will find out about such 

important components as water, carbohydrates, proteins, lipids, vitamins and minerals in food. In addition, introduces the 

new knowledge including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nutritional ingredients of plant foods, animal foods and other foods.

● 식품과학실험Ⅰ(509831)

Food Science Lab. I

식품과학 이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식품과학 실험 기법, 그리고 당, 지질, 단백질, 핵산 및 효소 등 생화학적 대사과정의 

역할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한다. 또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를 대상으로 각종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생명의 정의 및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Covers the basic food science experimental techniques based on the theoretical information from the Food Science lecture 

courses, including carbohydrates, lipids, amino acids, proteins, nucleic acids and catalysis of enzym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clas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cell' and the life sciences by performing various experiments related 

with the cell, as a basic unit of life.

● 식품과학실험Ⅱ(509832)

Food Science Lab. II

식품과학 이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식품과학 실험 기법, 그리고 당, 지질, 단백질, 핵산 및 효소 등 생화학적 대사과정의 

역할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한다. 또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를 대상으로 각종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생명의 정의 및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Covers the basic food science experimental techniques based on the theoretical information from the Food Science lecture 

courses, including carbohydrates, lipids, amino acids, proteins, nucleic acids and catalysis of enzym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clas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cell' and the life sciences by performing various experiments related 

with the cell, as a basic unit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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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기분석(509833)

Food Instrumental Analysis

식품기기분석은 식품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기기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각종기기들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조작법, 기기의 응용 분석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기기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Food Instrumental Analysis is the study of analysis methods using many types of instrument used in various fields of food 

engineering. This subject is to learn about the basic operating principle, manual and application analysis of the various 

instruments. In addition, to acquire knowledge of how to interpret the data obtained from the instruments.

● 식품기기분석실험Ⅰ(509834)

Food Instrumental Analysis Lab. I

식품기기분석실험은 식품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기기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식품기기분석 이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기기들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조작법, 기기의 응용 분석 등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한다.

Food Instrumental Analysis Lab. is to learn a direct analysis method for many types of instrument used in various fields of 

food engineering. Based on the theory lectures of Food Instrumental Analysis must understand the basic operating 

principle, manual and application analysis of the various instruments through experiment.

● 식품기기분석실험Ⅱ(509835)

Food Instrumental Analysis Lab. II

식품기기분석실험은 식품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기기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식품기기분석 이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기기들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조작법, 기기의 응용 분석 등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한다.

Food Instrumental Analysis Lab. is to learn a direct analysis method for many types of instrument used in various fields of 

food engineering. Based on the theory lectures of Food Instrumental Analysis must understand the basic operating 

principle, manual and application analysis of the various instruments through experiment.

● 식품독성학(509836)

Food Toxicology

식품독성학은 식품의 유해성분의 규명, 독성 메커니즘 규명, 독성시험, 식품위해성평가 등을 배우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식물성 및 동물성 독성물질의 종류, 식품독성물질의 흡수와 분포, 식품첨가물, 유해잔류물질, 식품오염물에 대해서 습득한다. 또한 

독성시험법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학습한다.

Food Toxicology is the study of learning to identifying of harmful ingredients in foods, identifying of toxicity mechanisms, 

toxicity test, food risk assessment. This subject is to learn about the types of animal and vegetable toxins, absorption and 

distribution of food toxins, food additives, harmful residue and food contaminants. In addition, Learn about the safety of food 

and toxicity assays. In addition, to acquire new knowledge of the toxicity test and safety assurance of foods.

● 식품분석학(509837)

Food Analysis

식품분석학은 분석화학, 생화학, 식품화학, 생물학 및 기기분석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의 성분과 상태를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학문이다. 따라서 식품의 각종 성분의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특정성분의 함량을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을 학습한다.

Food Analysis is a systematic study to establish the theories and methods to analyze the composition and condition of the 

food using analytical chemistry, biochemistry, Food Chemistry, biology, and analytical instrument means. Therefor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food and the study of the theory and method of analyzing the 

content of a particular component through the appropriate analytical methods.

● 식품분자생물학(509838)

Food Molecular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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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자생물학은 식품이 생체 내에서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생명현상을 분자적 차원에서 배우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생체 구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인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의 구조와 기능 및 발현 조절과 식품과의 관계에 대해서 습득한다. 주요 

주제로는 대분자의 구조와 기능, 분자유전학, 재조합 DNA기법, 면역과 종양 그리고 유전체학 등이다.

Food Molecular Biology is the study of learning which foods are causing various biological phenomena at the molecular 

level in human organism. This subject is to learn about the structure, function and expression regulation of most important 

substance of biological components, including carbohydrates, lipids, proteins and nucleic acid, associated with the food. 

The major topic i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large molecules, molecular genetics, recombinant DNA techniques, 

immune, tumor and genomics.

● 식품위생및법규(509839)

Food Hygiene and Law

안전한 식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위해인자들을 진단하고 제어하는 공정에 한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강의 주제들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국가기 관의 식품위해 기준 및 식품위생 정책, 그리고 국내외 

식품연구소 및 학에서 식품유래 질병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개발 중인 최신 의 식품 위해인자 진단 및 제어 기술과 원리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과 원리들을 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HACCP, GMP 등의 안전 식품생산 및 품질관리 공정의 개선 

방향을 소개 한다. 또한 식품전반과 기능성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및 식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기타 위생기술에 

관련된 위생법 규정에 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information on procedures to control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hazards and 

assure the safety of foods. Topics include discussions on the government regulation,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concep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prerequisite programs, and the application of current technologies in 

reducing the risk of food borne illnesses. Case studies and exercises are used to demonstrate and apply the key principles 

that are discussed. The fundamentals of laws of importance to food-hygienists will be covered in this course: laws and 

regulations for hygienic affairs pertaining to th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functional foods, cosmetics, hygienic 

materials, narcotics, poisons, and hygienic managements.

● 식품저장학(509840)

Food Preservation

본 과목에서는 식품재료 수확 후 발생하는 양적, 질적 손실과 관련된 생리적, 생화학적 요소와 성숙, 노화되는 동안 발생하는 

성분의 변화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 강의한다. 그리고 식품 원료 및 가공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리기능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공 및 저장 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기초 원리를 학습하여 

가공 및 저장의 원리와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factors related wastage and quality loss of food products after harvest, including 

physiological and biochemical considerations as well as compositional and physical changes occurring during maturation 

and deterior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hysicochem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food materials and food 

products, students will learn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food processing and food preservation by studying physical, 

biochemical and microbial principles and technologies in food processing and food preservation.

● 식품포장학(509841)

Food Packaging Science

식품포장학은 식품포장의 정의, 기능, 역할에 대하여 과학과 공학적인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포장재와 포장 

첨가제의 종류 및 특징, 포장재를 이용한 식품 저장 기술, 식품 저장 기간의 표시 규정, 식품 내용물에 따른 포장 적용 사례, 식품 

포장재의 안전성 및 기능성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학습한다.

Food packaging Science is the study of learning science and engineering skills with respect to the definition, function and 

role of food packaging. This subject is to learn about the types and features of packaging and packaging additives, food 

storage technology using packaging, labeling regulations of food storage period, packaging applications for food contents, 

safety of food packaging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packaging.

● 식품품질관리(509842)

Food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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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각각의 식품이 보유하고 있는 영양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식재료 생산을 위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강의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2차 대사산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에 한 영양학적으로 개선된 식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형질전환체 생산 및 방법, 그리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개발되고 생산된 형질전환체 및 다양한 식재료의 상업화에 

대해 고찰한다. 한편 본 과목은 품질개선뿐만 아니라 품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산물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분리 및 분석방법, 구조, 기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understanding of biochemical mechanisms for an improvement of food inherent nutritional quality. 

This course also introduces production of transgenic materials with enhanced protein, carbohydrate and lipid synthesis, 

transfer of technology to produce foods with increased nutritional value, increased knowledge on pathways controlling food 

materials metabolite biosynthesis and quality assessment of transgenic manipulation and commercialization.

● 약용식품생물학(509857)

Medicinal Food Biology

최근 약용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이들의 생물활성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점증되고 있다. 이러한 생리활성물질은 

재배기술의 향상과 육종에 의한 우수한 품종 보급에 의해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약용작물의 종류와 식물학적 특성, 주요 성분과 지표물질 그리고 이들의 재배와 가공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다양한 

생약의 분포, 성상, 구성성분, 약리 등에 관하여 강의함으로써 천연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학습한다. 또한 생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GAP의 개요, 도입방법 및 약용식물 재배의 GAP 지침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Recently, the use of medicinal herbs have being increased due to their functional substances or properties in medicinal 

plants. The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of chemotypes with absence of compounds with adverse effects have been an 

important subject in breeding. This course covers the history, kinds, botanical characteristics, major compound and index 

substances, cultivation and processing methods of the medicinal crops currently cultivated in Korea. This course will focus 

on crude drugs derived from leaves, flowers, fruits, seeds, herbs, and extracts. And also explain the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and their apply to the cultivation of medicinal crops for the safety of the products.

● 인턴십(산학연계학)(509926)

Professional Internship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진로에 한 인식을 높이고 진로조건을 탐색하며 나아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산업인력개발 분야와 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생산현장, 기타 관련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 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동기를 높여주고,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aise students’ awareness about careers, to explore career requirements, and to understand 

important skills needed in the workplace. Students will examine how theories and skills learned in school are utilized, and 

have opportunities to apply them in real situations through working in the place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experience will increase their motivation to learn, and help them choose the job suitable for 

their aptitude after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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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화학환경공학부 (Division of Chemical & Environmental Engineering)

◎ 전공핵심

● 공학전산실습(401514)

Computational Practice for Engineering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공학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기술을 개발하여 

익히고 이를 각 분야에 응용함을 목적으로 실습을 위주로 함.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computer practice is carried out to learn and develop various skills associated with 

computer and computer systems related to engineering utilizing computer software for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 대학일반화학Ⅰ(401527)

College ChemistryⅠ

공학 관련 연구의 기초로서 화학의 기본 원리의 이해를 도운다. 다루는 토픽으로는 산염기, 산화환원, 용액의 성질, 기본열역학, 

반응속도와 평형 등을 다룬다.

To facilitate student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hemical principles as a prerequisite for engineering-related studies. 

Topics included: acids and bases, redox reactions, solutions, thermochemistry, kinetics, chemical equilibrium, etc..

● 대학일반화학Ⅱ(401528)

College Chemistry Ⅱ

공학 관련 연구의 기초로서 화학의 기본 원리의 이해를 도운다. 다루는 토픽으로는 산염기, 산화환원, 용액의 성질, 기본열역학, 

반응속도와 평형 등을 다룬다.

To facilitate student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hemical principles as a prerequisite for engineering-related studies. 

Topics included: acids and bases, redox reactions, solutions, thermochemistry, kinetics, chemical equilibrium, etc..

● 대학일반화학실험Ⅰ(401529)

College Chemistry Laboratory Ⅰ

일반화학의 기초적인 법칙 및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각 실험에서 화학적인 원리와 물리학적인 원리를 접목시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각 실험의 장치 및 기구, 시약 등의 사용능력을 향상시킨다.

Focuses on the following objectives: to understand the elementary law and principles of general chemistry; to improve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chemical principles of each experiment; to improve the ability to handle equipment,

● 대학일반화학실험Ⅱ(401530)

College Chemistry Laboratory Ⅱ

일반화학의 기초적인 법칙 및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각 실험에서 화학적인 원리와 물리학적인 원리를 접목시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각 실험의 장치 및 기구, 시약 등의 사용능력을 향상시킨다.

Focuses on the following objectives: to understand the elementary law and principles of general chemistry; to improve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chemical principles of each experiment; to improve the ability to handl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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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화학공학(Chemical Engineering Major)

화학공학은 1)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2)단위 장치와 공정을 모델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3)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4)실무에 필요한 컴퓨터 및 최신공학 도구의 

활용 능력을 배양하며, 5)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및 팀워크 정신과 6)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현장 중심의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것을 그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88년에 처음 신입생을 모집하여 시작한 화학공학과는 현재는 입학정원이 60명이고 전체 학부생이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995년에 대학원석사 학위 과정이 개설되었고 현재까지 17명의 공학석사를 배출하였다. 1993년 학생회지<Chemitopia>를 

창간하였고 1997년과 1998년에는 부산. 경남지부 화학공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와 화학공학회 한․일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신소재공학과, 환경공학과와 함께 신소재․화학․환경공학부로 개편하였고 2003년 학부제에서 

단독학과(화학공학과)로 분리하였다. 2017년에는 응용화학, 환경공학과와 함께 화학환경공학부로 학부제로 개편하였다.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비롯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등의 각종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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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물리화학Ⅰ(501316)

Physical Chemistry Ⅰ

기체의 성질, 열역학 제 1법칙, 그리고 제 2법칙을 다룬다. 그리고 열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한 순수한 물질의 변환, 혼합물의 

성질, 그리고 화학 평형에 대한 응용을 다룬다.

Basic principles of gas,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will be offered.  Transition 

of pure substance, the properties of mixture,  chemical equilibrium will be discussed.

● 유기화학(502743)

Organic Chemistry

본 강의는 유기물질의 구조 및 결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명명법을 익히고, 기본적인 유기화합물의 성질, 반응기구 및 

반응속도에 관한 개념을 습득시키는데 목적을 두며, 지방족 찬화수소화합물(alkane, alkene, and alkyne)의 종류, 성질과 반응 

입체화학 할로겐 화합물의 치환, 제거 반응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 fundamentals of organic chemistry; Chemical structure and bonding of organic compounds, 

nomenclature, basic properties, different type of reactions, and concept of reaction mechanism and Kinetics/Natural and 

reactions of aliphatic hydrocarbons (alkane, alkene, alkyne), stereochemistry, substitution and elimination of alkyl halids.

● 화공열역학Ⅰ(504556)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Ⅰ

화학공학적 관점에서 열역학에 관련되는 범위와 법칙들을 공부하고 화학반응의 평형, 상평형에 따른 조성, 온도, 압력 등의 변화의 

이론적인 고찰을 한다. 엔탈피와 엔트로피 등을 공부하고 동력 및 냉동 사이클 등에 애해서도 배운다.

Basic concepts of thermodynamics from the view of chemical engineering will be studied. An application of reaction 

equilibrium and phase equilibrium, etc. will be studied with the variation in composition, temperature and pressure. 

Enthalpy and entropy are also mentioned.

● 화학공정계산Ⅰ(504572)

Calculation in Chemical Process Ⅰ

단위환산 등을 통한 체계적 문제풀이 기법을 익히고 물질 수지 및 응용방법을 공부함으로써 실제 공정에서 접하게 될 복잡한 

대형문제 등을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Establishes the method of systematic problem solution in chemical processes by studying unit conversion, mass balance 

and application methods.

◎ 전공심화

● 생물학(300048)

General Biology

세포에서의 생화학반응과 에너지 생성 기작, 세포의 구조, 세포의 정보전달과 조절기작, 유전자 재조합 기술, 그리고 이를 응용한 

화학공학적 응용을 소개한다.

Offers the characteristics of biochemical reaction and bioenergetics in cell, the structure of cell, information transfer and 

regulation in cell, recombinant DNA technology.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to chemical engineering 

process.

● 공학설계입문(4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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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ngineering Design

공학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론 강의와 작품, 설계,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공학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 및 기술 보고서 쓰는 법 등을 배우고 팀워크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경험하고 공부한다.

This class contains theoretical lecture and design experiments to improve the creative design abilities as an engineer. This 

class also emphasizes the writing skills for experimental proposals and technical reports.

Each team has an assigned topics and team members need to work with his creative thinking, The course also 

emphasizes technical communication skills.

● 고분자공학(500351)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 물질의 합성, 화학, 기본물성 가공기술 및 응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며, 관련 고분자 과목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In this class, overall knowledge of polymer engineering such as polymer synthesis, chemistry, physical properties, 

processing techniques will be reviewed. This subject will offer the basic knowledge for polymer related subjects.

● 기기분석화학(500751)

Instrumental Analysis Chemistry

화학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는 여러 기기를 이용한 분석방법의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종기기들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조작법, 기기의 응용 분석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널리 이용되는 IR, NMR, UV, GC, LC, AA, MASS, SEM 등의 공부가 

포함된다.

Analytical instruments will be studied with the basic operating concepts and basic operation procedure. Many instrument 

are broadly applied in the field of chemical engineering. The IR, NMR, UV, GC, LC, AA, MASS, SEM, etc are included in 

the study.

● 물리화학Ⅱ(501318)

Physical Chemistry Ⅱ

전기화학의 원리 및 응용, 양자 역학의 기초, 통계 열역학의 원리를 이해한다. 화학반응 속도론을 중심으로 화학반응 속도식, 반응 

속도 메커니즘, 효소 반응의 응용, 고분자 중합 반응, 그리고 연쇄 반응에 대해 다룬다.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electrochemistry, basic quantum chemistry, and basic principles of statistical mechanics will 

be offered. Chemical reaction rate, Mechanism of reaction, application of enzyme reaction, polymerization reaction and 

chain reac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reaction kinetics.

● 물질전달(501326)

Mass Transfer

분리공정에서의 기본적 메커니즘인 물질전달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분리 장치설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Studies the theory of mass transfer in separation processes such as absorption, distillation, humidification, extraction, and 

application of it in equipment design.

● 분석화학(501604)

Analytical Chemistry

물질의 기본성질인 용해도, 활동도와 평형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들을 이용한 무게분석, 부피분석, 산염기 적정과 

착화적정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이들 실험결과를 올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법을 논의한다.

In this course, the theories of activity, solubility, and equilibri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he analytical methods such as 

gravimetry, acid/base titration, and complexometry will be covered. Data treatment will also be discussed.

● 생물화학공학(501855)

Biochemical Engineering

생물화학공학의 기본원리와 생물공정의 운전과 설계에 대해서 강의한다. 미생물학, 화학반응공학 그리고 화공열역학 등 

생물화학공학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생물시스템에 화학공학의 응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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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students basic principles of biochemical engineering and the design and operation of bioprocesses. Introduces 

basic principles of microbiology,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nd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Explores 

applications of chemical engineering principles in biological systems.

● 열전달(502538)

Heat Transfer

전도, 대류, 복사 등 열이동의 기본 메커니즘 해석과 기초이론, 이의 실질적 응용방법, 열교환기의 형식, 기본설계 및 조작 방법 

등을 다룬다.

Explores the basic theory and mechanism of heat transfer such as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Treats operating 

method and design of a heat exchanger.

● 유체역학(502776)

Fluid Mechanics

유체의 거동에 대한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활용하여 화학공정에서 유체의 거동에 관련된 장치의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부한다.

The fundamental theories of fluid statics and dynamics are studied, and the elements, that are needed for process design 

related to fluid movement in chemical process, are also studied using the theories.

● 촉매공학(503817)

Catalysis Engineering

촉매 및 촉매 반응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촉매 반응의 여러 반응 단계의 이해력을 높이고, 흡착 및 탈착 등을 이해하여 새로운 

촉매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는 촉매의 표면적, 세공크기 등의 변화에 따른 반응세의 응용 등도 

공부하고, 여러 방법에 의한 촉매제조에 관하여서도 공부한다.

Studies basic concepts of catalysts and catalytic reactions. and focuses on absorption and desorption.  These basic ideas 

will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new types of catalysts. Application of pore structure and surface will be covered and 

various preparation techniques are also studied.

● 화공기초실험Ⅰ(504548)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Basic Course Ⅰ

(물리화학실험 Ⅰ․Ⅱ) 흡착Fe3+의 비색측정, 표면장력측정, 화학반응속도, 활성화에너지 측정, 점도측정 등의 실험으로 물리화학의 

이해를 기른다. (분석화학실험 Ⅰ․Ⅱ) 분석화학의 기본 이론을 기구나 시약을 이용한 조작 및 측정 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보다 실제적이며 복잡한 실험에 대한 자신감 및 응용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Identifies equipment for developing skills in physical chemistry and applied chemistry, such as electronic balance, 

pH-meter, surface tension, calorimetry, ion-exchange, and potentiometer. Basic chemical industrial experiments. Develops 

basic knowledge and usage for experimental equipment and reagents with the goal of comprehending basic analytical 

chemistry.

● 화공기초실험Ⅱ(504549)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Basic Course Ⅱ

(물리화학실험 Ⅰ․Ⅱ) 흡착Fe3+의 비색측정, 표면장력측정, 화학반응속도, 활성화에너지 측정, 점도측정 등의 실험으로 물리화학의 

이해를 기른다. (분석화학실험 Ⅰ․Ⅱ) 분석화학의 기본 이론을 기구나 시약을 이용한 조작 및 측정 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보다 실제적이며 복잡한 실험에 대한 자신감 및 응용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Identifies equipment for developing skills in physical chemistry and applied chemistry, such as electronic balance, 

pH-meter, surface tension, calorimetry, ion-exchange, and potentiometer. Basic chemical industrial experiments. Develops 

basic knowledge and usage for experimental equipment and reagents with the goal of comprehending basic analytical 

chemistry.

● 화공수학(504550)

Chemical Engineering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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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기술, 화공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방법 등을 강의한다. 1계, 2계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선형대수, 미분방정식의 수치해석을 소개한다.

Offers various techniques for solving differential equations and the mathematical modeling of chemical systems. Emphasis 

on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s, power series solution of differential equations, 

Laplace transformation, matrices and determinants, numerical solution of ODE.

● 화공열역학Ⅱ(504557)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Ⅱ

화학반응의 평형 및 상평형에 따른 각 조성의 변화 및 온도, 압력의 변화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실제경우에의 이용 가능한 

응용력을 높인다.

reaction equilibrium and phase equilibrium will be studied with variation of composition, temperature and pressure. 

Theoretieal application will be curered with various chemical engineering problems.

● 화공재료(504559)

Chemical Engineering Materials

이 교과목에서는 고강도, 고탄성, 내열성 섬유 및 고분자 재료의 제조원리, 물리화학적구조/물성관계, 이들의 응용을 다룬다. 특히, 

아라미드 섬유, 초고분자량, 고강력 폴리에틸렌, 초내열성 고분자소재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범용의 폴리에스터와 폴리에틸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This course covers manufacturing principles, 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s, applications of high modulus, high tenacity, 

and thermally stable fibers and polymers. Among them are aramid fibers, high performanc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fiber, and very high temperature resistant polymeric Materials. In addition, the methods of adding high 

performance to conventional polyester and polyamide are also studied.

● 화학공정계산Ⅱ(504573)

Calculation in Chemical Process Ⅱ

화학공정계산Ⅰ을 통하여 학습한 단위환산, 물질수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수지를 공부하고 응용방법을 익힘으로써 

교과서에 수록된 사례연구 및 실제 공정에서의 복잡한 대형문제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Solves complex problems in field and case studies in the text, by studying energy balance and application method on the 

basis of unit conversion and mass balance treated in calculation in chemical process Ⅰ.

● 화학공정설계(504575)

Chemical Process Design

화학플랜트의 설계 기술을 습득한다. 이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화학공정을 구성하는 방법, 단위공정을 설계하는 방법,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게 된다.

The design technique of chemical plant is taught. Through this lectur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methods for the 

configuration of chemical plant, the design of unit process as well as economic evaluation.

● 화학공정실험Ⅰ(504576)

Chemical Process Laboratory Ⅰ

기기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주어진 형태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연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유기합성) 유기화합물의 합성, 정제 및 정략적 분석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고, 라디칼 및 축합반응의 고분자 

합성도 실험한다.

The theories of the various analytical instruments and their operations will be studied to understand basic operating 

principles. The main techniques associated with the synthesis, purification,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organic compounds are obtained through experiments.

● 화학공정실험Ⅱ(504577)

Chemical Process Laborator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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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주어진 형태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연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유기합성) 유기화합물의 합성, 정제 및 정략적 분석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고, 라디칼 및 축합반응의 고분자 

합성도 실험한다.

The theories of the various analytical instruments and their operations will be studied to understand basic operating 

principles. The main techniques associated with the synthesis, purification,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organic compounds are obtained through experiments.

● 화학공학실험Ⅰ(504581)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Ⅰ

화학공학실험은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등의 이론을 현장에 가장 접근시킨 실질학문 분야로서 열 및 물질의 이동에 따른 

현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학공학도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Treats with equipments of flow of fluid, heat exchanger, heat conductivity, diffusion, sedimentation, absorption, distillation 

and drying etc..

● 화학공학실험Ⅱ(504582)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Ⅱ

화학공학실험은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등의 이론을 현장에 가장 접근시킨 실질학문 분야로서 열 및 물질의 이동에 따른 

현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학공학도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Treats with equipments of flow of fluid, heat exchanger, heat conductivity, diffusion, sedimentation, absorption, distillation 

and drying etc..

● 화학반응공학Ⅰ(504584)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Ⅰ

화학반응에 대한 공학적 기본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기초로 반응기 설계의 개념을 공부한다. 이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화학공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반응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Basic theories of homogeneous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re taught, and the concept of reactor design is studied 

based on the theories. Through this lecture, students can learn the design methods for various types of reactor that are 

mainly used in chemical process.

● 화학반응공학Ⅱ(504585)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Ⅱ

화학반응공학 I에서 공부한 균일상 반응에 대한 반응기설계의 기초이론을 활용하여, 불균일상 반응인 생물반응과 촉매반응에 대한 

반응속도이론을 이해시켜 반응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Using the basic theories of reactor design for homogeneous reaction studied in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I’, the 

reaction kinetics and the methods of reactor design for heterogeneous reaction such as bioreaction and catalytic reaction 

are taught.

● 유기재료화학(506062)

Organic Material Chemistery

본 강의는 유기화학의 연속 강좌로써, 다양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성질, 및 반응 등을 익히며, 이로부터 보다 복잡한 유기화합물의 

합성반응과 관련 반응 메커니즘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방향족 벤젠화합물의 성질과 반응, 알코올, 에테르, 아민 그리고 다양한 

카르보닐 화합물의 종류, 성질, 제법 등을 다루고, 중합반응과 기본적인 유기화합물의 기기분석법(NMR, IR, UV, MS) 등을 

소개한다.

Structure, properties and synthetic reactions of various different type of organic compounds including aromatic benzene 

compounds, alcohols, ethers, amines and major carbonyl compounds such as NMR, IR, UV and MS for the basic 

characterization of organic compounds.

● 화학공정제어(5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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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Process Control

1차, 2차 및 고차 공정들에 대한 전달함수에 대한 공부하고, 여러 입력에 대한 계의 응답특성을 다룬다. 특히 1차 및 2차계의 

unit-step change, impulse change에 대한 응답과 주파수응답을 고찰함으로써 계의 안정성과 설계를 다룬다.

Provides the first and second transfer function of chemical systems, the various types and the responses of the input 

functions. Discusses the response to unit-step and impulse input and the frequency response. Explores the stability and 

design of chemical control system.

● 분리기술(507957)

Seperation Technology

화학공학의 분리공정 중 조습, 건조, 흡착, 막분리, 결정 및 혼합 등을 다룬다.

Treats the theory, characteristics and apparatus of humidification, drying of solids, adsorption, membrane separation, 

crystallization and mixing etc., among the separation processes of chemical engineering.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본 과목은 화학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공정설계에 기존의 지식들을 이용하여 팀 구성 원들의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설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각의 팀은 설계주제를 도출하고, 팀멤버는 화학공정설계 시 요구되는 

물질수지작성, 장치의 선택, 장치의 크기결정, 제어시스템 결정, 설계보고서 및 운전매뉴얼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적의 

설계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이러한 설계의 과정에서 팀원 간의 의사소통 및 발표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성, 도덕성, 

환경영향, 안전성 등도 고려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the ability for chemical engineering design through the use of basic chemical 

engineering knowledge obtained from student's previous course work and the systematic cooperation among team 

members. Each team proposes an open-ended chemical process design problem. Team members do their best for the 

optimized design product that includes process material balances, the selection of process type and equipments, the 

sizing of equipments, the decision of control system, the preparation of design report and operation manual etc. In addition 

the course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among team members and technical presentation skill as well 

as the considerations such as economic evaluation, ethics, environmental impact, safety etc.

● 화공수치해석(509011)

Numerical Analysis in Chemical Engineering

본 교과목은 화학공학에서 발생하는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 기술들에 대해서 다룬다. 다루는 내용에는 선형연립방정식, 

비선형방정식, 미분방정식 그리고 차분방정식을 다룬다. 물리적인 모델링에서 생기는 확률과 통계 분석을 통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을 다룬다. 이런 화학공학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엑셀이나 매트랩의 계산 환경을 사용한다.

Modern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techniques in chemical engineering are studied in this course. Topics in this 

course are linear systems, solving sets of nonlinear algebraic equations,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and 

differential-algebraic (DAE) systems. Probability theory and its use in physical modeling is covered, as i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and parameter estimation. The use of these techniques will be demonstrated throughout the course in the 

Excel and MATLAB® computing environment.

● 화공전산및실습(509012)

Data computerizing and practice for chemical engineering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컴퓨터의 운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밍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정보 처리,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등 컴퓨터의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In the information age, the operation of a computer has become an indispensable element. In the subject, therefore, 

engineers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mputer programing, and cultivate practical skills of computer programing 

such as information processing, data analysis and management through  a theory and practice of computer programing.

● 기능성소재공학(509199)

Engineering of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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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섬유소재의  발전으로  산업시장에 있어서  섬유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성 소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섬유공학의 지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ized textile, the demand of textile has gradually increased in the industrial market. 

In the subject, therefore, engineers (students) cultivate the knowledge of textile engineering to understand functional textile

● 현장실습공학(산학연계학)(509427)

Engineering of functional materials

본 교과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제작 공정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산업기술자와의 토론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In the subject, students understand the manufacture process of production which consumers utilize. By discussing with 

professional engineers, they acquire the knowledge about the whole industry

● 에너지공학개론(509860)

Energy Technological Engineering

에너지의 변천과 이용, 화석에너지 및 여러 가지대체에너지의 연구에 관하여 공학적인 이론과 환경문제를 조사, 연구한다.

Focuses on thermodynamic energy, crude oil, coal, natural gas, heat of earth and atomic energy.

Intorduces new energies such as sun rays, wind power, heat of earth, hydrogen, fuel cell, atomic cohesion and recycle 

energies.

Includes air pollution and energy conserv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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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Major)

환경공학과는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및 토양오염 등 제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환경보존과 환경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친환경 공정 및 청정기술 개발 능력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계획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환경공학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환경공학과는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환경공학전공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9년 3월부터 신소재․화학․환경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으로 시작하여 2004년 환경․화학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2006년 환경공학과로 재 분리되었다. 환경공학은 물리학, 화학, 수학, 토목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등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생태계 보존과 각종 환경오염 물질 분리 및 제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학습하고 연구하게 

된다. 또한,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소음 진동 그리고 토양오염복원 등 각종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처리기술을 

습득한 전문 환경 기술인을 양성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환경사업부 및 각종 민․관 연구소 

등에서 활약할 것이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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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대기환경공학Ⅰ(401212)

Atmospheric Environmental EngineeringⅠ

대기오염물질 중 가스상 물질의 생성, 제거, 저감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어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origin, fate, effects, and distribution of gaseous air pollutants to understand air quality. Issues topics 

include dispersion modelling, legislation, and source control and monitoring.

● 상하수도공학(501810)

Water Supply and Sewerage Engineering

상하수도의 집․배수시스템에 관한 기본원리와 실무를 중심으로 물의 수요, 송․배수 시설의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water collection and distribution systems are studied to relate the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Topics include water consumption, and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of water distribution 

systems.

● 대기과학(506921)

Atmospheric Science

지구대기의 운동과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연구함으로써 대기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예측하는 문제,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와 관계된 기후변동의 문제, 대기환경오염과 보존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the air movement, physical and chemical phenomenon of the atmosphere. It also deals with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of atmospheric environment.

● 환경화학Ⅰ(507005)

Environmental Chemistry Ⅰ

환경공학에 수반되는 유해 유기물 및 무기물의 구조, 화학적 성질, 공정 응용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structures of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process 

relevant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 전공심화

● 폐기물처리공학설계(산학연계학)(401287)

Design of Waste Treatment Engineering

폐기물처리공학설계는 폐기물처리공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그에 따른 처리시스템 선정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시스템인 소각장, 매립장의 구조를 배우고 발생폐기물 형태에 따른 설계인자 도출 및 기본적인 설계방법 등을 

배운다.

This course covers calculation method of waste production rate and selection method of waste treatment system. It also 

covers structures of incinerator and landfill and basic design for waste treatment system.

● 기기분석(500745)

Instrumental Analysis

분석화학을 바탕으로 시료물질의 조성인 구조를 밝히는데 필요한 기기의 원리 및 그 사용법 등을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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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modern chemical instrumentation based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tical chemistry are studied. 

Theory and application of instrumental techniques are used to determine the selected environmental parameters.

● 기기분석실험(500749)

Instrumental Analysis Lab.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 측정 및 분석장치를 조작·숙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Principles and operations of various instrumental analysis techniques are studied to determine the water and air quality. It 

cover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water, wastewater, and gas.

● 분석화학(501604)

Analytical Chemistry

각종 물질의 성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법의 원리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미량의 성분을 신속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기분석법의 기초적인 이론과 기술을 익히게 한다.

Principles of modern analytical methods, including chemical separation and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experimental data, are studied.

● 소음및진동(502094)

Noise and Vibration

소음 및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 및 발생경로 등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발생대책을 논하고, 각종 계측 기기의 조작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Effects of industrial noise and vibration on the human health and welfare are studied. Instrumental methods to control their 

sources and production mechanism are also described.

● 수치해석(502144)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에서 필요로 하는 오차의 평가, 선형 및 비선형방정식의 해법을 주로 다룬다. 또한 수치미분과 적분, 곡선의 접합과 수치 

해법에 필요한 미분방정식의 일반 해법 등을 다룬다.

Numerical analysis involves the study of solution methods of numerical error, nonlinear equations, and linear systems of 

equations. It involves interpolation, extrapolation, curve fitting, numerical differentiation, numerical integration and numerical 

solution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자원공학(503154)

Resource Processing Engineering

천연자원이나 폐자원을 유효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종 원료 및 폐기물들을 선별하여 고품위 원료를 

얻는 방법을 습득시키며, 그 기본 이론을 이해시킨다.

An emphasized study on the principles of crushing, grinding, magnetic separation, electrostatic separation, flotation, and 

hydrometallurgy for mineral processing.

● 환경계산(504605)

Environmental Calculations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를 공부함으로써 수질, 대기 및 폐기물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설계인자의 계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Basic principles and calculations of mass and energy balances are introduced to analyze the pollutants in steady and 

unsteady state conditions.

● 환경법규(504621)

Environment Laws

중요한 환경법규들과 판례들을 통해 폭넓고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며, 또한 환경법의 변천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환경규정과 

행정계획의 법적 복잡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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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urvey course that will give you a broad, practical understanding of some important environmental statutes and 

case law. The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you to the fascinating variety of important environmental challenges 

addressed by environmental laws, the difficult policy issues surround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legal 

complexities of environmental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schemes.

● 환경생태학(504624)

Environmental Ecology

생태계의 구조와 특성,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 및 제한요인 등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ecosystems. It also 

deals with the impacts of various environmental pollutants on ecosystems.

● 환경영향평가(50462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본 교과목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문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지침, 정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masters concept of EIA through law, guideline, policy to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assessment to realize 

ESSD(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오염실험Ⅰ(504628)

Environmental Pollution Laboratory Ⅰ

분석화학 및 대기, 수질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물의 오염상태를 조사 분석하는 능력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한다.

Water and air pollutions are surveyed and analyzed by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s in laboratory and 

outdoor experiments.

● 환경오염실험Ⅱ(504629)

Environmental Pollution Laboratory Ⅱ

분석화학 및 대기, 수질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물의 오염상태를 조사 분석하는 능력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한다.

Water and air pollutions are surveyed and analyzed by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s in laboratory and 

outdoor experiments.

● 폐기물처리공학Ⅱ(507000)

Waste Treatment Ⅱ

도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의 조사, 처리 및 처분시설계획 등을 학습하고, 고형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Analysis and design of typical solid-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systems of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s 

are studied. Topics includ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gulation, generation, storage, treatment, and disposal of solid 

wastes.

● 환경화학Ⅱ(507006)

Environmental Chemistry Ⅱ

환경공학에 수반되는 유해 유기물 및 무기물의 구조, 화학적 성질, 공정 응용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structures of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process 

relevant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 대기오염제어공학(507048)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2017.02.21 15:18:593 / 5[Uca0402r]



각종 산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과 통제를 위한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을 계산한다. 또한 

집진장치 및 유해가스 처리장치의 기본원리와 그 설계 등을 익힌다.

This course covers the analysis, design, and cost estimation for air pollutant movement and control, It also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designs of dust collector and air pollutant treatment.

● 폐기물처리공학Ⅰ(507096)

Waste Treatment Ⅰ

도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의 조사, 처리 및 처분시설계획 등을 학습하고, 고형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Analysis and design of typical solid-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systems of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s 

are studied. Topics includ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gulation, generation, storage, treatment, and disposal of solid 

wastes.

● 환경공학실험(507103)

Environmental Engineering Lab.

폐기물 및 토양에 대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시료채취, 성상조사, 오염도 평가를 통한 국내외의 표준 분석 방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한다.

Analytical standard methods of contaminants are to discuss the basic theory concerning sampling, investigation of 

properties, and leaching and content tests of wastes and soils.

● 토양및지하수오염(507963)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토양 및 지하수오염(유형, 원인, 경로 및 영향) 및 복원 기술(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및 열적처리)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a undergraduate student-directed exploration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build an interdisciplinary knowledge on topics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types, sources, 

pathways, impacts, and fates), and remediation technologies (chemical, physical, biological, and thermal).

● 환경CAD(508386)

Basic CAD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본 교과목은 환경공학 기술자가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 및 이해할 수 있도록 CAD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the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preparing computer-aided design (CAD) drawings as a 

environmental engineer.

● 대기환경공학Ⅱ(508561)

Atmospheric Environmental EngineeringⅡ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의 생성, 제거, 저감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어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This cours covers the origin, fate, effects, and distribution of particulate contaminants to understand air quality. Issues 

topics include dispersion modelling, legislation, and source control and monitoring.

● 수처리공학설계(508636)

Design of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정수 및 하수처리장의 기본계획, 다양한 설계 예제를 통한 단위공정별 설계 및 운전 관리방안에 관하여 학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do a preliminary design of the most widely used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unit operations and how to organize these into a functioning treatment system.

● 생물학적폐수처리공학(509201)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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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의 목적은 생물학적 공정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폐수처리공학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교과목은 주로 미생물 

성장동력학, 생물학적 공정의 이론, 모델링, 영양염류 제거 및 적용에 관하여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fundamental concepts of biological processes and to apply them to 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applications. This course will focus on microbial growth kinetics, theory, modeling, biological nutrient 

removal and application of biological processes.

● 물리화학적폐수처리공학(509202)

Physico-chemical 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본 교과목의 목적은 물리·화학적 공정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폐수처리공학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교과목은 주로 

폐수유량과 성분, 반응 동력학 및 반응조, 스크린, 유량조정, 응집, 침전, 부상, 여과, 막여과, 활성탄흡착, 소독 및 공기탈기법에 

관하여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fundamental concepts of physico-chemical processes and to apply them to 

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applications. This course will focus on wastewater flowrates and constituent, reaction 

kinetics and reactors, screening, flow equalization, coagulation and flocculation, sedimentation, flotation, filtration, 

membrane separation, activated carbon adsorption, disinfection and air stripping.

● 항공기소음공학실무(509428)

Aircraft Noise Engineering

소음은 크게 생활소음과 항공기소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 학기에 생활소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2학기에 항공기소음에 대한 

이론 및 현장을 익힌다. 항공기 소음의 이착륙 시 발생되는 소음 측정 및 해석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저감 방안 등도 함께 학습한다.

Noise pollution could be classified with 2 sections which are living noise and aircraft noise. You were familiar with living 

noise in spring semester and you will also understand the knowledge on theory and field of aircraft noise in fall semester 

primarily. The lecture will focus on measurements, analysis and methods of reduction for noise when the air craft is taking 

off and landing.

● 해양환경공학(510053)

ocean environmentar  engineering

해양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염문제 이외에 기름 유출 문제의 해결방안과 적조문제의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그 해결 방안을 

학습한다.

Protection of oceans from marine pollutions and spilt oil is reviewed by studying natural wastes, kinds of wastes, and 

measurement of wastes in the sea.

● 환경통계처리(510078)

Environmental Statistics

통계기법을 환경과학분야에 응용한 분야로서, 자연환경과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상, 기후,대기질, 수질 등을 다룬다. 환경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석하고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적 도구를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배움

Environmental statistics is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methods to environmental science. It covers procedures for dealing 

with questions concerning both the natural environment in its undisturbed state and the interaction of humanity with the 

environment. Thus weather, climate, air and water quality are included, as are studies of plant and animal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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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응용화학(Applied Chemistry)

응용화학은 화학 관련 기초과학 및 공학 기초지식의 습득과 실험교육을 통하여 공학원리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제약, 화장품, 플라스틱, 나노소재 및 신약개발과 분석화학, 생화학, 석유화학, 환경화학, 

유기 및 무기화합물 합성 관련 응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응용화학 전공은 2017년에 개설되어 공과대학의 화학환경공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 전공은  1980년 3월에 개설되어 

2017년도까지 운용되어왔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를 모태로 하여, 실용적 학문으로 전환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이 

개설되었으며 화학과 소속이었던 교수진이 2017년도에 화학환경공학부 소속으로 전환되어 화학 기초 이론과 이를 공학에 응용하는 

것을 교육한다. 교수진은 분자분광학, 반응속도론, 유기합성화학, 유기금속화학, 생무기화학 및 생화학을 전공한 6명이 있으며 

첨단의 연구기자재를 활용하여 학문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모태가 되었던 화학과 경우 교수진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2016년 2월까지 졸업생 1,170명을 배출하였다. 그 동안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교육계, 화학 관련 공무원, 국공립 및 

기업연구원, 마케팅, 품질관리, 생산관리, 화학분석, 가스산업, 화공산업, 공장관리산업, 위험물산업, 수질환경산업, 

폐기물처리산업, 대체에너기산업, 연료전지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1987년에 화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1993년에는 

화학과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였고, 2012년부터 화학생물학과로 석∙박사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 대학원은 

응용화학전공과 연계되어 계속 운용된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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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응용화학 (Applied Chemistry)

◎ 전공핵심

● 무기화학(501229)

Inorganic Chemistry

무기화학상의 제 현상과 화학적 관찰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이론을 물리화학과 양자화학의 지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능력을 기른다. 원자의 구조, 대칭과 점군, 화학결합과 분자, 분자 구조와 반응성 등을 강의한다.

Covers the basic concepts of inorganic chemistry including atomic structure, chemical bonding, symmetry point group and 

reactivity of inorganic compounds in the relationship of physical and quantum mechanical chemistry.

● 물리화학Ⅰ(501316)

Physical Chemistry Ⅰ

화학 평형론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다. 고체, 액체, 기체 및 혼합물의 성질과 거동, 화학반응에서의 열역학 및 반응속도론.

Deals with an overview of chemical equilibrium. The properties and behaviors of solid, liquid, gas and mixture including 

thermodynamics and kinetics as applied to chemical processes.

● 생화학Ⅰ(501874)

Biochemistry Ⅰ

생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생체분자의 생화학적 성질, 기능, 생리활성, 대사작용 에너지, 생합성과정, 생체고분자의 분해, 생리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 등 생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소개한다.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biochemistry including biochemical properties, function, biochemical activity, metabolic energy, 

biosynthesis, biodegradation of biopolymers  and metabolism in physiological processes.

● 유기화학Ⅰ(502744)

Organic Chemistry Ⅰ

원자와 분자의 복습, 궤도함수와 공유결합의 역할, 간단한 유기 작용기의 명명법과 반응성 소개. 알케인, 할로젠화 알킬 및 

입체화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Explains a review on atoms and molecules, orbitals and their role in covalent bonding, the naming and reactivity of the 

simpler organic functional groups. Studies, in great deal, alkanes, alkyl halides, and stereochemistry.

◎ 전공심화

● 고분자화학(500353)

Polymer Chemistry

고분자화학의 기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구조와 물성과의 상관관계, 중합기구, 구조해석 및 고분자재료의 특성과 그 

응용에 대하여 논한다.

Deal with background of polymer chemistry, the relationship of structure-properties, polymerization mechanism, structur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olymers.

● 기기분석(500745)

Instrumental Analysis

물질의 정성 및 정량분석, 구조분석, 조성분석에 사용하는 기기의 개념과 제반 이론을 연구한다. 각종 기기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및 

스펙트럼의 해석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2017.02.21 15:18:591 / 6[Uca0402r]



Studies the concepts and theories on the instruments used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structural analysis, and 

compositional analysis of materials. Explores, in great deal, the interpretation of data and spectrum obtained from their 

instruments.

● 무기공업화학(501227)

Inorganic Industrial Chemistry

다양한 무기화합물 중 응용성이 높은 물질들의 합성법, 구조적 특성 및 분자구조 특성에 따른 응용화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원료로부터 제품까지의 생산 공정과 화학반응 등의 기본원리를 살펴본다.

The synthesis method, structural characterization and molecular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materials with high 

applicability among a variety of inorganic compounds are dealt. In addition,  the lecture on the basic principle of such 

process and the chemical reaction to the product from the material to be applied to the industrial production is given.

● 무기화학실험(501234)

Inorganic Chemistry Lab.

무기물과 착물의 정제, 합성과 확인, 응용 등을 실험하며 반응 메커니즘을 유추하는 간단한 실험을 수반한다.

Covers the purification, preparation, characterization of inorganic and coordinated compounds and experiments for verifying 

reaction mechanisms.

● 물리화학Ⅱ(501318)

Physical Chemistry Ⅱ

물리화학Ⅰ 의 연속으로 물질의 물리적 변화, 물질의 이동 성질과 분자 운동론을 기초로 한 화학반응속도론, 전기화학, 반응촉매 

등에 대해 공부한다.

A continuation of Physical Chemistry Ⅰ. Deals with the change of matter, transport properties, the chemical kinetics based 

on molecular motion, the electrochemistry and the catalytic activity at surface.

● 물리화학실험(501322)

Physical Chemistry Lab.

물리화학에서 배운 이론적 원리에 대한 시험 및 해석. 물리 측정으로부터 얻은 기본 경험과 실험 데이터의 산출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연구능력을 함양시킨다.

Illustrates and test theoretical principles in physical chemistry. Develops research orientation by providing basic 

experiences with physical measurement and recognizing the great importance of evaluation processing of experimental 

data in physical chemistry.

● 물질전달(501326)

Mass Transfer

분자 및 대류확산, 상 계면간의 물질전달, 열전달 및 화학반응을 수반하는 계의 물질전달, 물질전달장치의 설계 원리를 다룬다.

Molecule and convection current diffusion, mass transfer between interphase, heat transfer, mass transfer of system that 

includes chemical reaction, design principle of mass transfer device are introduced.

● 분석화학(501604)

Analytical Chemistry

측정결과의 수학적 처리 방법, 무게 및 부피 분석, 산 염기 평형과 적정, 침전반응의 원리와 화학양론 개념을 익힌다.

Explains stoichiometric relations of chemical species and evaluates analytical data. Covers volumetric and gravimetric 

analysis, precipitation, neutralization, acid base titration.

● 분석화학실험(501609)

Analytical Chemistr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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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산-염기 적정, 침전 적정, 산화환원 적정, 킬레이트 적정, 중량 분석, 그리고 간단한 

기기에 의한 분석 등의 실험 조작법을 익힌다.

Builds on the practical skills acquired in the analytical chemistry lecture course. Covers experiments in neutralization, 

precipitation, complex formation titration, gravimetric analysis and simple instrumentation.

● 생물물리화학(501838)

Biophysical Chemistry

생체 과학적 문제들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원리들(열역학, 용액 평형, 분자 수송, 효소 반응 속도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Principles of physical chemistry emphasizing those area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biological sciences. Topics include 

thermodynamics, solution equilibria, molecular transport, and enzyme kinetics.

● 생화학Ⅱ(501875)

Biochemistry Ⅱ

생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생체분자의 생화학적 성질, 기능, 생리활성, 대사작용 에너지, 생합성과정, 생체고분자의 분해, 생리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 등 생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소개한다.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biochemistry including biochemical properties, function, biochemical activity, metabolic energy, 

biosynthesis, biodegradation of biopolymers  and metabolism in physiological processes.

● 생화학실험(501880)

Biochemistry Lab.

생화학 강의에서 취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물분석화학의 기본조작, 기초생물화학실험, 그리고 당, 지질, 단백질 및 효소 

등의 역할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한다.

Extends the practical skills acquired in the biochemistry lecture courses, including carbohydrates, lipids, amino acid, 

proteins, nucleic acids and catalysis of enzymes.

● 유기합성화학(502742)

Organic Synthesis

유기합성에 필수적인 탄소-탄소 결합형성반응을 소개한다. 엔올산염과 탄소음이온, 헤테로방향족 화합물, 천연물, pericyclic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Introduces carbon-carbon bond forming reaction critical to organic synthesis. Explores, in great deal, enolates and 

carbanions, heterocyclic aromatic compounds, natural products, and pericyclic reactions.

● 유기화학Ⅱ(502746)

Organic Chemistry Ⅱ

유기화학Ⅰ의 연속. 복잡한 유기 작용기의 명명법 및 반응성 소개. 자유 라디칼반응, 알코올, 에테르 (에폭사이드, 설파이드), 알켄, 

알카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A continuation of Organic Chemistry (Ⅰ). Explains the naming and reactivity of the complicated organic functional groups. 

Explores, in great deal, free-radical reactions, alcohols, ethers (epoxides, sulfides), alkenes, and alkynes.

● 유기화학실험(502752)

Organic Chemistry Lab.

유기화합물의 분리, 정제 및 구조 분석에 관한 중요한 실전 기술을 익힌다. 유기 작용기의 확인 실험과 간단한 유기화합물의 

합성법을 실행한다.

Provides practical techniques in separation, purification, and structural analysis of organic compounds. Practices the 

experi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organic functional groups and the synthetic methods of the simpler organic compounds.

● 유체역학(50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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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Dynamics

유체역학 및 열전달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관련된 화학 장치의 설계 능력을 갖추게 한다.

Capability designing chemical apparatus that involve chemical engineering by understanding fluid dynamics and basic 

concept of heat transfer is prepared.

● 화공양론(504553)

Stoichiometry in Chemical Process

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기초가 되는 단위환산, 물질수지, 에너지수지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계산방법을 

학습한다.

Unit conversion that become basis, material balance, energy balance as a basis  of general troubleshooting that happen at 

chemical process are handled and  calculation way is studied.

● 환경화학(504636)

Environmental Chemistry

대기 오염의 기본이 되는 미기상학,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 및 분산에 대한 대기질 분산 모델을 위한 이론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대기 오염에 미치는 대기 오염물들의 생성 및 파괴, 산성비 및 광화학 스모그 현상과 같은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룬다.

Offers the basic theory and concepts for transport and distribution of trace gases and anthropogenic pollution. Covers the 

basic aspects of the chemistry of the atmosphere along with the key environmental issues of air pollution, ozone depletion, 

the Greenhouse effect, acid rain and photochemical smog.

● 나노소재(505765)

Nano Materials

나노미터 크기 물질들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과 현상 및 그 원리를 설명하고 나아가 유용한 소재, 디바이스, 시스템에의 적용을 

강의한다, 나노과학의 배경, 나노 입자, 나노 박막, 탄소나노튜브, 졸-겔 화학반응, 역미셀법 등을 강의한다.

This lecture will explain special properties, phenomena, and principles of nano-sized materials. Moreover, application of 

useful material, device, and system will be lectured. Background of nano science, nano particle, nano thin film, carbone 

nano tube, sol-gel process, reverse micelle process will be covered.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대학에서 그 동안 배웠던 화학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하여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Making use of the knowledge of chemistry that students have learned so far, students will form a number of teams and 

develop a project proposal on industrial tasks. Students will make a presentation on the completed project proposal.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대학에서 그 동안 배웠던 화학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하여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Making use of the knowledge of chemistry that students have learned so far, students will form a number of teams and 

develop a project proposal on industrial tasks. Students will make a presentation on the completed project proposal.

● 고분자소재(509586)

Polymer Materials

천연 및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분자 거동과 구조와의 상호관계에 대해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고분자화합물의 

분자량 결정 방법과 분광학적 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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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he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and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molecular structures and mechanical 

behavior of polymers. Topics include the methods of molecular weight determination, spectroscopic characterization etc.

● 반응공학(509720)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화학반응에 대한 공학적 기본이론을 익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반응기 설계의 개념을 학습한다. 이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화학공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반응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Basic theories of homogeneous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re taught, and the concept of reactor design is studied 

based on the theories. Through this lecture, students can learn the design methods for various types of reactor that are 

mainly used in chemical process.

● 유기공업화학(509899)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반응을 기본으로 하여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유도되는 모든 화학적 생성물의 처리공정에 따른 공업적 제조공정을 

습득하고, 석유화학제품, 합성도료, 합성계면활성제, 고분자 첨가제, 플라스틱 및 고분자수지 등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Based on the organic chemical  reaction, the industrial produc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all chemical 

products derived from petroleum and natural gas is introduced. In addition, the lecture on petrochemical products, synthetic 

paints, synthetic surfactants, polymer additives, plastics and polymer resins such as learns of a manufacturing method is 

given.

● 응용화학(산학연계학)Ⅰ(509909)

Industrial Related Course Ⅰ

화학 관련 공공 기관 및 산업체 전문가의 교수로부터 화학응용 시스템을 실습하고, 현장 견학을 시행한다. 수업은 팀 티칭으로 

진행.

Practices the chemical application system through the lectures of the experts in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and 

provides a field trip. All lectures are proceeded by team teaching style.

● 응용화학(산학연계학)Ⅱ(509910)

Industrial Related Course Ⅱ

화학 관련 공공 기관 및 산업체 전문가의 교수로부터 화학응용 시스템을 실습하고, 현장 견학을 시행한다. 수업은 팀 티칭으로 

진행.

Practices the chemical application system through the lectures of the experts in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and 

provides a field trip. All lectures are proceeded by team teaching style.

● 응용화학특강(509911)

Special Topics of Applied Chemistry

최근 토픽이 되고 있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 화학산업의 내용에 대하여 강의함.

The lecture is focused on the advanced chemical industry in recent years based on organic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biochemistry and so on.

● 전이금속화학(509975)

Transition Metal Chemistry

유기금속화합물을 포함한 전이금속착물의 결합론을 비롯한 합성, 구조 및 반응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이금속착물을 이용한 

유기합성법과 촉매반응에 대해서도 다룬다.

Transition metals complex's synthesis including organometallic compound, structure and reactivity are studed and organic 

synthesis and catalytic reaction that use transition metals complex are handled.

● 화공열역학(5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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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Thermodynamics

일과 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익히고 물질의 상태량 및 관련 법칙에 대해 다룬다. 열역학의 주요 법칙인 제1법칙 및 제2법칙을 

학습하여 에너지보존 및 내부에너지, 엔트로피에 대해 익히며 이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이에 기초하여 동력 

및 냉동시스템에 열역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열역학적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UA definition and concept of work and heat. stud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t and mechanical energy, energy 

conservation equation, internal energy and entropy. First and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Concepts of 

thermodynamics, thermodynamic analysis and application.

● 화장품화학(510075)

Cosmetic Chemistry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분자구조 및 명명법을 이해하고, 피부의 생리를 이해하여 화장품의 조성, 

제조방법을 학습한다

Physicochemical nature and molecular structure of chemcal material and glossology used in cosmetics and physiology of 

skin are understood, and process of cosmetics manufacture is st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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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조선해양공학과(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조선해양공학과는 사회 및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올바로 인지하여 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기초 

공학 지식의 기반 마련과 함께 조선해양 관련 전공 지식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복합적 실무 기술을 교육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스템 설계․해석 능력과 국제적 경쟁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조선해양 산업분야의 글로벌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조선해양공학분야의 국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2006년  1월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개설(신입생 정원 50명)

2007년  신입생 정원을 55명으로 증원

2009년  정원 60명으로 증원

2011년  정원 60명

2011년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2012년  정원 60명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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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조선해양공학과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 전공핵심

● 정역학(400452)

Statics

공학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학문 중의 하나로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물체에 대한 힘의 평형원리에 대한 과목이며, 힘계, 

평형, 구조물의 분포력 등의 문제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subjects of statics, which concerns the equilibrium of bodies under the action of forces, are force systems, 

equilibrium, structures, distributed forces, friction and virtual work.

● 조선해양공학입문(400820)

Introduction to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선박 및 해양공학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박의 개요, 기본 이론과 응용, 배의 저항과 추진, 추진동력장치, 배의 강도와 구조, 

선박의 설계, 의장, 해양구조물, 건조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ypes, structures, and purpose of ships. Ship compartment system, propulsion systems, auxiliary power systems, and 

ship control. Elements of ship design to achieve safe operations, and ship stability characteristics.

● 조선해양구조개론(401148)

Introduction to Ship & Offshore Structure

본 교과목은 조선해양공학도를 대상으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각 구조부재의 기능 및 명칭을 익히도록 

하며, 수주, 설계, 생산, 건조 및 인도에 이르는 조선해양 산업 전반의 기본 지식을 배양하도록 한다. 또한, 조별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동 산업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lecture will give students the basic understanding of typical hull and offshore structures including the each function 

and name of structural members. And also provides the over all understanding for ship & offshore building industries. This 

course includes a team project training students about the importance of teamwork.

● 유체역학개론Ⅰ(401326)

Introduction to Fluid MechanicsⅠ

유체의 성질 및 특징, 유체 정역학, 유체 운동의 기초이론, 베르누이방정식의 응용, 질량보존 및 운동량의 법칙, 레이놀즈 수송이론, 

검사체적 응용 등의 학습을 통한 유체역학 기본지식 습득

Basic properties of fluids, Fluids at Rest-Pressure, Fluids in Motion-Bernoulli equation, Kinematics of fluid motion, 

Reynolds Transportation Theorem, Flow analysis using control volumes.

● 유체역학개론Ⅱ(401327)

Introduction to Fluid MechanicsⅡ

포텐셜이론을 이용한 유동장 분석, 차원 해석 및 모형상사법칙, 점성유동, 관내운동, 물체 주변의 외부유동장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선체 및 해양구조물 주변의 유동장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유체역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Flow analysis using potential theory: Dimensional analysis, modeling, and similitude: Viscous flow: Pipe flow: External 

flow past bodies

● 고체역학Ⅰ(500375)

Mechanics of Solids Ⅰ

2017.02.21 15:18:591 / 6[Uca0402r]



본 교과목은 공학도를 대상으로 공학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역학의 기틀을 다지도록 한다. 구조물을 이루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구조부재의 단면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형상태에 있는 변형체의 인장, 압축, 전단 및 

비틀림에 대해 학습하며, 주요 구조부재인 보의 전단력과 굽힘모멘트에 대해 배운다.

This lecture, an essential course for engineering students, introduce the basic concepts of mechanics including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sectional properties of structural members. Detail items are stress, strain, 

tension, compression, shear, torsion, bending, etc.

● 고체역학Ⅱ(500376)

Mechanics of Solids Ⅱ

본 교과목은 공학도를 대상으로 공학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역학의 기틀을 다지도록 한다. 구조물을 이루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구조부재의 단면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형상태에 있는 변형체의 인장, 압축, 전단 및 

비틀림에 대해 학습하며, 주요 구조부재인 보의 전단력과 굽힘모멘트 및 봉의 좌굴에 대해 배운다. 선행 교과목으로서 고체역학I의 

이수가 요구된다.

This lecture, an essential course for engineering students, introduce the basic concepts of mechanics including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sectional properties of structural members. Detail items are stress, strain, 

tension, compression, shear, torsion, bending, buckling, etc. Mechanics of Solids I is recommended as preceding lesson.

◎ 전공심화

● 선박기본설계및실습(401142)

Basic design of a ship and practice

주요 치수 선정, 재화중량 결정, 선체 중량 추정, 화물창 용적 추정, 건현 계산, 저항, 속력 및 마력 추정, 프로펠러 주요 치수 선정, 

주기관 선정, 선형 설계, 일반 배치 설계, 유체정역학계수 계산, 진수 계산, 의장수 계산, 복원 성능 추정, 중앙 횡단면 설계 등으로 

구성되는 선박의 설계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선박의 개념 설계에 적용한다.

Students learn how to decide principle dimension, DWT, LWT, volume of cargo, freeboard, resistance, speed, main 

dimension of propeller, main engine, hull form, GE, hydrostatic values, launching equipment number. etc, and how to apply 

these method to basic design of a ship.

● 조선CAD이론및실습Ⅰ(401146)

Computer Aided Ship Design & Practice Ⅰ

본 교과목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원리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고 Wire-farme, Surface 및 Solid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CAD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기능을 숙지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선박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lecture, the basic theory of design workings using a computer and also the general functions of CAD systems will be 

introduced. As a basic drawing techniques for ship designs, the wireframe, Surface and Solid modeling are practiced by 

the commercial drawing systems

● 조선CAD이론및실습Ⅱ(401147)

Computer Aided Ship Design & Practice Ⅱ

본 교과목에서는 선박설계의 기본이 되는 도면, 즉 선체선도,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등의 도면작성에 대하여 강의하고, 

선박건조시의 전반적인 CAD이론에 대하여도 소개한다. 또한 실제 전산기의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선체의 도면을 

작성해 봄으로써 조선분야에서의 CAD를 활용한 설계에 대하여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In this lecture, the CAD systems which are used for the ship design are introduced. Also, principal ship drawings, such as 

lines, general arrangement and midship section are explained. These drawings are exercised by using the CAD systems 

in PC or workstation.

● 해양구조물운동역학(401150)

Dynamics of Offshor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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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해양환경의 이해, 해양구조물의 운동역학, 그리고 공학적 문제에의 응용을 목적으로 한다. 

유체역학, 통계학, 그리고, 확률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provides broad topics related to understanding of ocean environments, offshore structure's dynamics, and its 

application to broad engineering problems. Basic background in fluid mechanics, statistics, and probability is necessary.

● 동역학(501072)

Dynamics

질점과 강체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위치, 속도 및 가속도를 표현하는 운동학과 작용하는 힘을 고려한 운동역학을 강의한다.  

그리고 일과 에너지, 역적과 운동량의 기본 개념을 강의한다.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material points and rigid bodies. Studies the motion of bodies as induced by external 

forces. And studies on the energy for momentum and kinematics, the principles of force, mass, acceleration, work and 

energy and momentum.

● 수치해석(502144)

Numerical Analysis

공학 설계에 응용되는 수리 문제들을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기법을 강의하며 이에 따른 내용으로서 오차의 평가, 

급수전개, Newton-Raphson법, Gauss 소거법 및 LU분해법, Runge-Kutta법, 고유치 및 고유벡터의 계산, 보간법 그리고 

최적화기법 등을 다룬다.

Techniques for managing electro calculation applied to mathematical exercises in Engineering design. Appraisal of error, 

series deployment, Newton-Raphson method, Gaussian elimination and LU factorization method, Runge-Kutta method, 

calculation of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interpolation, and optimum technique.

● 열역학(502535)

Thermodynamics

일과 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익히고 물질의 상태량 및 관련 법칙에 대해 다룬다. 열역학의 주요 법칙인 제1법칙 및 제2법칙을 

학습하여 에너지보존 및 내부에너지, 엔트로피에 대해 익히며 이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이에 기초하여 동력 

및 냉동시스템에 열역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열역학적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A definition and concept of work and heat. stud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t and mechanical energy, energy 

conservation equation, internal energy and entropy. First and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Concepts of 

thermodynamics, thermodynamic analysis and application.

● 응용통계학(502870)

Applied Statistics

확률과 확률분포에 대한 소개, 자료 추출과 기술적 측정, 추론적 및 가설적 시험, 상관분석, 선형 회귀 분석법, 분산분석법 등을 

학습함으로서 공학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통계학을 학습한다.

The course first introduce to probability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then deal with sampling methods, inference and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linear regression and analysis of variance.

● 선박계산(506953)

Fundmental Calculation of Ship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운용과 관련된 기본 계산법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선박계산법의 기초, 배수량 등 곡선도 계산, 

복원성계산, 톤수계산, 만재흘수선 계산, 진수계산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선박계산 항목들을 설명하고 공부한다.

The fundamental calculation of ships and a ship transverse stability are introduced. The contents are the hydrostatic 

characteristics and displacement of a ship, the ship coefficients, the position of the center of buoyancy, metacentric height 

and stability, etc.

● 선체진동소음(507064)

Ship Structural Vibrations & No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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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유계의 자유진동 및 강제진동, 다자유계의 자유진동 및 강제진동, 연속계의 진동해석법을 습득하여 공학적 활용을 하고 소음에 

대한 일반적 개론 및 응용학습을 통하여, 소음에 대한 일반지식을 익힌다.

Understanding free/forced vibration of single/multiple degree of freedom. Introduction to sound and noise. Learning the 

general knowledge and application method about the vibration and Noise.

● 선체운동및조종(507510)

Ship Motion and Maneuverability

파랑에 의한 선체 동역학적 운동의 스펙트럼 해석법과 선박의 조종성능 해석과 조타장치 설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학습한다.

Hydrodynamic response of ships in the sea condition: Spectral Analysis of ship motion: Stability analysis: Ship's control 

abilities: Design of rudder and steering systems for surface ships.

● 함정공학(507967)

Naval Ship Engineering

함정의 설계개발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정에 대한 강의로써 함정의 종류와 특성, 가능성검토,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건조과정, 시운전 및 인도, 수명주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기초 설계기술을 시스템 설계관점에서 강의한다.

As a system engineering process for developing naval ships, studies on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aval ship, 

feasibility study, conceptual design, basic design, detailed design and construction, sea trial and delivery, maintenance 

during the life cycle.

● 유한요소해석및실습(508399)

Finite Element Analysis and Practice

본 교과목에서는 조선해양공학도를 대상으로, 선체 도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선체 구조의 설계 과정과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도 평가 방법에 대해 교수한다. 선행 교과목으로서 고체역학I,II 및 선체구조강도의 이수가 요구된다.

This lecture will give students, major in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the details of the design procedures for hull 

structur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key drawings. And also provides the methods to evaluate structural strength using 

CAE programs. Mechanics of solids I,Ⅱ and Strength of Hull Structure I,II are recommended as preceding lessons.

● 프로펠러설계및실습(508726)

Propeller design & Practice

추진기의 기초 이론, 나선 추진기 및 기타의 추진기와 선박과의 관계, 공동 현상 및 나선 추진기의 설계 등을 강의한다.

Basic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methods for design and application of various propulsors, including conventional screw 

propeller, will be introduced. Cavitation and prediction of ship performance will be also covered in the subject.

● 유체모형모델링및실습(508857)

Physical Modeling in Fluid Dynamics

모형상사법을 이용하여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평가하고, 유체 중의 구조물 거동 및 상호관섭을 강의한다. 

모형실험에서 필요한 실험설계, 신호계측, 오차분석, 결과분석기법 등을 이론 수업 및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Estimation of fluid dynamic force on ships and ocean structures and structures behaviour in fluid using physical modeling 

technique: Design of physical modeling: Data Acquision and analysis: Error assessment

● 선박응용수학(509782)

Applied Mathematics for Ships

공업수학의 기초사항을 토대로 주기적 현상에서 중요한 푸리에 급수와 해석 및 공학의 가장 중요한 편미분방정식을 배우고 

조선해양공학 분야에 응용을 위한 파동방정식, 열전도 방정식의 해법을 배우고 추가적으로 유체흐름 등의 복잡한 문제를 위한 

복소수 해석을 학습한다.

The course deals with the fourier analysis concerned with the periodic phenomena, th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for 

naval architecture, and complex analysis for more complicated problems in wave equation, heat conduction, fluid flow,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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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구조역학Ⅰ(509783)

Ship & Marine Structural Mechanics I

본 교과목에서는 조선해양공학도를 대상으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설계를 위한 구조역학 이론 및 응용에 대하여 교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력과 변형률, 단면 특성, 보 이론과 응용 및 선체 종강도에 대해 다룬다.구조역학의 기초이론이 바탕이 되므로 

선행 교과목으로서 고체역학I,II의 이수가 요구된다.

This lecture will give students, major in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the theories of structur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for the design of ship & marine structures. Major contents are stress & strain, section properties, beam theory 

& its application, and hull longitudinal strength. Mechanics of Solids I and Ⅱ are recommended as preceding lessons.

● 선박해양구조역학Ⅱ(509784)

Ship & Marine Structural Mechanics II

본 교과목에서는 조선해양공학도를 대상으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설계를 위한 구조역학 이론 및 응용에 대하여 교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틀림 강도, 전단 강도, 소성 강도 및 용접 강도에 대해 다룬다. 구조역학의 기초이론이 바탕이 되므로 선행 

교과목으로서 고체역학I,II 및 선박해양구조역학I의 이수가 요구된다.

This lecture will give students, major in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the theories of structur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for the design of ship & marine structures. Major contents are torsional strength, shear strength, plastic 

strength, and welding strength. Mechanics of Solids I,Ⅱ and Ship & Marine Structural Mechanics I are recommended as 

preceding lessons.

● 선박해양플랜트의장개론(509785)

Outfitting of ship and offshore plant

학생들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의장과 관련된 사항을 배운다. 여기에는 계선 계류장치, 개구/폐쇄 장치, 채광 설비, 하역 설비, 

제관 장치, 안전 방화 및 소방 설비, 통풍 및 공기 조화장치, 조타 장치 및 항해 장치, 기관 의장, 전기 의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Students learn about outfitting of ship and offshore plant. Outfitting include mooring equipment, opening, lighting equipment, 

cargo gear, piping, ventilation, maneuvering, sailing, machinery equipment. etc.

● 저항및추진개론(509957)

Introduction to Resistance and Propulsion

선박의 저항과 추진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설명하고, 선박의 중요 성능 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항 조건별 선속 및 추진동력 

추정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선박에 대한 최고 효율의 추진시스템 선정 및 설계에 필요한 통합적 

고찰 능력을 제공 함.

This course elucidates basic concepts regarding resistance and propulsion of ships. Some methods for the assumption of 

the speed and the propulsion power under loaded trial or service conditions are also introduced. The goal is to present to 

students a synthesis of analy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needed for the design and selection of the highest total 

efficient propulsion system for various ships.

● 조선해양생산시스템공학(509992)

Production System Engineering for Shipbuilding and Offshore Platform Construction

본 교과목은 선박 건조 및 해양 구조물 공사 공정에 필요한 설비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최신 생산 기술과 

절단, 조립, 탑재, 의장, 도장, 시운전에 이르는 생산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about facilities and production systems for shipbuilding and offshore 

platform construction. Students learn new production technologies including production processes such as cutting, 

assembling, outfitting, erection, painting, and sea trial.

● 조선해양소프트웨어설계(509993)

Ship and Offshore Softwa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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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운다. C# 활용기술을 배우며, 기존 수강했던 

조선해양 전공 수업의 이론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Students will learn about how to design and develop software for ship and offshore industry. They can learn how to use C#, 

and their ability for designing and developing software can be reinforced by applying the theory they learned in previous 

lecture to the developing software.

● 최적선형설계및실습(510008)

Optimum Hull Form Design and Practice

여러 가지 선형별 관련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선형설계 최적화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를 설명하고, 유사 실적선 자료 및 

상용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설계 실습을 수행. 저속비대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고속배수량선, 신개념선 및 레저선박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This course is opened with the aim to practice and understand basic concepts and procedures on the optimum design of 

various hull forms and associated problems. The practices are selected to cover the following specific subjects : large 

block hull forms for dry and liquid bulk carries, hull forms for container vessels, high-speed displacement ships, advanced 

marine vehicles and pleasure craft.

● 해양시스템계측및제어(510051)

Ocean System Measurement and Control

본 교과목은 여러 가지 해양관련 시스템에 사용되는 계측 장치의 원리와 제어이론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선박 및 해양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모델링을 수행하고, 센서 시스템을 통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 underst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measurement system and basic control theories 

used in ocean systems. Students learn basic dynamic system modeling about ships and ocean systems, and study to 

construct feedback control system using sensor system.

● 해양시추및플랜트공학(510052)

Offshore Drilling and Plant Engineering

본 교과목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시추 및 생산과 관련된 공정에 대해 학습한다. 시추공학의 일반적 사항과 함께 해양시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추선의 구성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시추 후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이에 따른 생산관련 

플랜트의 구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about offshore drilling and production process. As well as general aspects about 

drilling engineering, characteristics of offshore drilling will be addressed. Student will also learn production process and 

corresponding facilities on offshore plants.

● 해양환경하중및구조물설계(510054)

Ocean Environmental Loads and Structure Design

본 교과목은 해양환경에 의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관련 규정과 규칙을 통하여 

해양구조물 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학습한다. 부유체 모델을 제작한 후 운동 특성을 측정하고 설계값과의 비교하여 

분석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ab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ads from ocean environment. Students 

learn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to be applied in designing offshore structures. After making model floating structure, 

dynamic characteristics a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desig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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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ICT공과대학(College of ICT Engineering)

ICT공과대학은 컴퓨터, 창의소프트웨어, 전기전자통신, 디지털콘텐츠, 게임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영역에서 이론, 기술 및 응용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미래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ICT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The College of ICT Engineering is carrying out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ory, technology and application in the area of 

computer, creative software, electrical,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digital contents, games, animations and films.

Our aim is to cultivate ICT fusion experts who lead in the advanced technology of the future and enrich the lives of many 

people.

■ 교육목표

단과대학 소속 변경(ICT공과대학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과를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의 기계자동차로봇부품공학부 

로봇·자동화공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여 소속 변경)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학부제 통합(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를 컴퓨터공학과로 개편(컴퓨터과학전공 폐지)

컴퓨터응용공학부(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를 창의소프트웨어공학부(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공, 

응용소프트웨어공학전공)로 명칭 변경(멀티미디어공학전공을 응용소프트웨어공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디지털영상공학부(게임영상공학전공, 디지털문화콘텐츠학전공)를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디지털콘텐츠학전공, 

게임애니메이션공학전공)로 명칭 변경(게임영상공학전공을 게임애니메이션공학전공으로, 디지털문화콘텐츠학전공을 

디지털콘텐츠학전공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약사

2017.02.21 14:37:351 / 1[Uca0401r]



교육목표 및 약사

컴퓨터공학과(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는 기초과학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학 기술의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최신 전공 이론과 실험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의적인 기술 개발과 종합 설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무 수행 능력과 국제 협동 능력을 갖춘 책임감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컴퓨터공학과는 1992년 60명의 정원으로 출발하였으며, 1995년에 야간강좌가 40명 규모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주간이 

70명으로 증원되었고, 1997년에는 주간에 30명이 더 증원되었다. 1998년부터는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로 통합되었고, 

2000년부터는 컴퓨터응용공학부에 통합되었고, 2003년부터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에 통합되었고, 2006년부터 컴퓨터공학과로 

분리·운영되고 있다. 2001년 대교협 주관 컴퓨터공학분야 학문평가에서 최우수 학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도 2월 현재 졸업생 

1187명을 배출하였으며, 컴퓨터공학과(전공)의 졸업생들은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산 

관련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산업대학원에서는 컴퓨터공학과를 개설하여 사회 각 분야의 중견 간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장래 이를 토대로 한 산학 협동이 크게 기대된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마이크로프로세서설계, 병렬처리, 컴퓨터망, 운영체제, 

신호처리, 데이터베이스, 임베디드시스템 등을 전공한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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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컴퓨터공학과 (Computer Engineering)

◎ 전공핵심

● 컴퓨터공학개론(400507)

Introduction to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본 구조와 동작원리를 배우고 컴퓨터공학에서 다루는 교과들의 폭넓은 소개와 미래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다룬다.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general introduction of computer engineering and the future trends of computer technology and 

will study computer S/W and H/W.

● 기초프로그래밍및실습Ⅰ(401472)

Fundamental Programming and Practice 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C 언어의 데이터 형, 연산자, 제어흐름, 

함수, 포인터, 배열 및 구조체 등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컴퓨터 전공 교과목의 기초가 되는 C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실습을 병행해서 수행한다.

Introduces the general programming language skills that is used the standard C language. We also study and practice data 

types, operators, control flow, pointer, array, and structure of C language. We study C program which is basic computer 

major. We practical exercise for the C program study.

● 기초프로그래밍및실습Ⅱ(401474)

Fundamental Programming and Practice Ⅱ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C 언어의 데이터 형, 연산자, 제어흐름, 

함수, 포인터, 배열 및 구조체 등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컴퓨터 전공 교과목의 기초가 되는 C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실습을 병행해서 수행한다.

Introduces the general programming language skills that is used the standard C language. We also study and practice data 

types, operators, control flow, pointer, array, and structure of C language. We study C program which is basic computer 

major. We practical exercise for the C program study.

● 객체지향프로그래밍(500111)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및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 사용언어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인 C++를 사용하고, 고급 기능인 

Class, Constructor, Operator Overloading, Inheritance, Template 등의 기본 문법 구조 및 의미를 실제 프로그램의 예를 통해 

직접 교육한다.

Studies concept and programming technique of object oriented programming. We uses C++ as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Also We studies  basic syntax structure and meaning of class, constructor, operator overloading, inheritance, 

template and etc through practical programming examples.

● 자료구조(503125)

Data Structures

기본적 자료구조로써 연결리스트, 배열,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을 다루며, 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하여도 강의하게 

된다.

Deals with basic data structures: linked lists, arrays, stacks, queues, trees, strings, pattern matching, hash tables etc. We 

will also discuss basic programming skills by using data structures.

● 논리설계및실습(5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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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ogic Design and Laboratory

조합회로와 순서회로를 다룬다. 마이크로컴퓨터의 구성요소와 논리회로의 응용을 다루고 실적응용회로를 설계하고 논리회로를 

VHDL 프로그래밍으로 분석한다.

Deals with the design of the combinational and sequential circuits; conponents of microcomputer, applications of logic 

circuits. Design of practical logic circuits and analysis of logic circuits with VHDL programming.

● 비주얼프로그래밍및실습(507057)

Visual Programming and Laboratory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비주얼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소개하고 Visual C++을 이용하여 비주얼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배운다. MFC의 구성, 응용 프레임워크, 그래픽, 다이얼로그 박스 컨트롤, 데이터 베이스 까지 간단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운다.

Introduces concept of graphic user interface(GUI) and visual programing, and study visual programming techniques using 

Visual C++. We will deal with organization of MFC, application framework, graphic, dialog box control, database and etc.

◎ 전공심화

● 데이터베이스(500891)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학습한다. 데이터 모델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질의어, 질의 최적화, 트랜잭션관리, 회복/복구,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멀미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공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응용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Covers the fundamentals of database systems : data modeling, relational databases, relational database design, database 

query language, query optimization, transaction control, crash recovery, distributed databases and new database 

applications such as multimedia database, spatial database, data mining.

● 데이터통신(500893)

Data Communication

데이터 전송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정의를 바탕으로 데이터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전송 기술,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룬다.

Deals with transmiss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protocols about data communication based on basic principles 

and definition.

● 디지털신호처리(501100)

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 신호 및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퓨리어, 라플라스, Z 변환과 같은 디지털 선형 시스템의 다양한 변환 및 표현 

방법을 다룬다. 또한 FIR, IIR 등의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필터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의 응용을 다룬다.

Introduces basic concept of digital signals and systems, mathematical representation of linear time invariant systems, 

various transform of digital system such as Fourier, Laplace and z-Transform transform. We examine many kinds of digital 

filter such as IIR filter,FIR filter.  Finally, diverse applications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are also introduced.

● 병렬처리시스템(501473)

Parallel Processing System

고성능 컴퓨터들에서는 병렬처리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들은 크게 다수의 프로세스를 동시 수행 가능한 다수의 코어 

혹은 컴퓨터로 구성된다. 본 과정에서는 병렬처리 컴퓨팅과 병렬컴퓨터 구조에 대해 다룬다.

High-performance computers have employed Parallel computing technology. Parallel computers can be rough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vel at which the hardware supports parallelism, with multi-core and multi-processor computers having 

multiple processing elements. In this course will be covered parallel computing and the architecture of parallel computers.

● 알고리즘(5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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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s

알고리즘의 설계와 분석에 대한 기초이론을 다루게 되며, 정렬과 검색을 포함하는 고전적인 문제들과 알고리즘 설계 전략 그리고 

알고리즘의 복잡도 분석에 대하여도 강의하게 된다.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design and analysis of algorithms. We will discuss classic problems (e.g., sorting, 

searching) and classic algorithm design strategies. We will also analyze algorithm complexities.

● 운영체제(502695)

Operating Systems

운영체제의 구성과 기능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고찰한다. 교과내용으로는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 컴퓨터 시스템 구조, 

운영체제 구조, 프로세스의 관리, CPU 스케쥴링, 인터럽트 메카니즘, 프로세스 동기화, 교착상태, 주기억장치, 가상메모리, 

파일시스템 인터페이스, 보조기억장치 디스크 스케쥴링 등을 포함한다.

Provid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Operating System. The detailed studying items are introduction, system architecture, 

kernel structure, CPU scheduling, interrupt mechanism, process synchronization, deadlock, main memory, virtual memory, 

file system interface, disk scheduling algorithm.

● 웹프로그래밍(502714)

Web Programming

인터넷 환경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XML에 대한 기본 지식과 DTD/Schema를 배우고 나아가 XML이 

사용되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실행한다.

Deals with the basic concept and DTD/Schema structure of XML utilized as the standard format for information exchange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lso, this course will practice the programming to the diverse applications.

● 인공지능(502935)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주요 영역인 지식의 표현과 추론, 학습, 휴리스틱 탐색 등을 소개하며, 인공지능시스템과 연관된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하여도 다루게 된다.

Introduces the principal 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machine learning, heuristic 

search. We will also discuss current topics in artificial intelligence.

● 정보보호(503437)

Information Security

본 강좌는 대칭키, 공개키, 해쉬,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등 정보 보호와  암호 기술의 기본 원리와 응용을 다룬다. 그리고 정보 보호 

기술의 실제 응용 분야는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시스템 보안, 스마트 카드 보안, RFID 등이다.

Provides basic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graphy, such as symmetric key cipher, public 

key cipher, and digital signature algorithm. The practical application area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are electroric 

commerce, network security, computer system security, and smart IC card, RFID, etc.

● 컴파일러(503864)

Compiler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계어로 바뀌어서 작동하는 과정에 관한 학문으로,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코드 최적화 기술을 배우게 된다.

Treats the translation processing from the high level programming languages into the low level machine codes. It includes 

the lexical analysis, syntactic analysis, and code optimisation parts.

● 컴퓨터구조(503872)

Computer Architecture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32 비트 RISC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캐쉬 메모리, 가상 메모리, 입출력 장치의 

단계별 설계를 통해 컴퓨터 구조 설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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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with overview architecture of computer system and computer architeture design via step-by-step design of RISC 

microprocessor, cache memory, virtual memory, and I/O system.

● 컴퓨터시스템설계(503894)

Computer System Design

본 강좌는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시스템 프로그램과 운영체제간의 인터페이스 분석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념을 제공하며. 32 비트 RISC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캐쉬 메모리, 가상 메모리, 입출력 장치의 단계별 설계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 설계를 다룬다.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interface among computer hardware, application software, system program and 

operating system. The principle of computer system  design will be presented via step-by-step design of  RISC 

microprocessor, cache memory, virtual memory, and  I/O system.

● 파일처리(504061)

File Processing

효율적인 데이터 정렬 및 검색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표현법을 살펴본다. 외부 정렬, B-트리, B+-트리, B*-트리, 해싱과 

같이 인덱스를 위한 메카니즘 및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한다.

Explores various kinds of data representation methodologies to sort data or to access data efficiently. Besides, it introduces 

several mechanisms and algorithms for index such as external sorting, B-tree, B+-tree, B*-tree and hashing algorithm.

● UNIX시스템(504762)

Unix System

Unix의 개념과 구성을 숙지하고 Unix에서의 기본적인 명령어 종류와 이것들의 동작을 파악하고 익힌다. 또한, 이러한 명령어와 

연동된 운영체제 커널의 기능을 공부한다. UNIX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소개한다. 그리고, UNIX 운영체제 내부 동작 

과정으로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입출력 관리 등의 동작 및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Introduces concept and structure of UNIX kernel, basic Unix command, and its execution flow. Also, you can learn basic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UNIX kernel. Studens will study function and flow of Unix internals with process management, 

memory management, file system management, and I/O management.

● 지능형시스템(504856)

Intelligent System

지능형 시스템의 기본적 개념과 다양한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퍼지시스템, 인식시스템 그리고  지능형 에이전트시스템 등에 대하여 

다룬다.

Introduces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various approaches of intelligent systems. The topics include fuzzy sets and 

systems, recognition systems and intelligent agent systems.

● 디지털영상처리(506931)

Digital Image Processing

기본적인 디지털 영상 및 인간 시각 시스템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 학습할 뿐만 아니라 영상처리의 응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공간 

주파수 개념을 도입한 영상 변환 기법 및 영상 인핸스먼트 방법을 분석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영상 압축 기법 등을 학습한다.

Digital Image Fundamental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 visual system are studied and analyzed. Diverse applications of 

image processing are also introduced. Image transform methods are studied to get the concept of spatial frequency. Then 

several image enhancement methods are introduced and analyzed. Finally, fundamentals of image compression and its 

methodologies are studied.

● 소프트웨어설계(506959)

Softwa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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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구조적 설계 및 분석 기법, 각종 

다이어그램 기법과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운다. 프로그램밍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개념적이며 절차적인 지식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본 과목에서 제공한다.

Provides ability of understanding and adapting S/W developing methodology. Students will learn S/W testing mechanism 

and developing methodology with S/W life cycle, structured design, analysis method, and diagram methodology. This 

course provides the conceptual and procedural knowledge to program or design the system.

● 컴퓨터통신망(506998)

Computer Network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개와 광대역통신망, 이동통신 기술 그리고 인터넷 통신의 전반적인 기술을 다룬다.

Deals with introduction of the computer networks, broadband networking, mobile communication and internet 

communication.

● HDL응용설계및실습(507012)

Advanced Digital System Design Using HDL and Laboratory

본 강좌는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디바이스와 하드웨어 기술언어(HDL)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 고성능 디지털 시스템과 

소규모 RISC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체계적인 설계 기법, 모의 검증 및 FPGA 구현을 통해 설계하고 검증한다. 그리고, 이론 강의에서 

배운 개념을 보강하기 위해 FPGA 보드와 HDL에 기반을 둔  Lab 실습이 수행된다.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programmable logic devices and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The high 

performance digital systems and simple RISC microprocessor will be designed and verified by structured design flow, 

simulation, and FPGA implementation. Practical lab exercises based on FPGA board and HDL are used to reinforce the 

concepts learned from lecture course.

● 임베디드시스템및실습(507193)

Embedded System and Laboratory

임베디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임베디드 응용 보드를 통해 하드웨어 제어 및 

응용 프로그래밍 방법을 실습한다.

Studies design methods of hardware and software to construct embedded system. 

Besides, it practices hardware control and application programming methods by 

using an embedded application board.

● 모바일네트워크(507363)

Mobile Network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필수 요소인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과 차세대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모바일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전파전송, 이동통신망 구성, 디지털 변복조 원리 그리고 CDMA 등의 기술들을 학습한다.

The lecture introduces Development of Mobile Network and Next-Generation Technology that are essential factors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Students will learn the Radio-Wave distribution, Digital Modulation & Demodulation and 

CDMA, etc.

● 어셈블리언어및실습(507364)

Assembly Language and Laboratory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 구조, 명령어 집합,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프로그램 예제를 통해 어셈블리언어의 

구성 방법, 문법, 실행에 대해 학습한다.

Covers internal architecture of microprocessor, instruction set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software. Also, it studies 

construction method of Assembly language, syntax and execution via program examples.

● 유비쿼터스시스템(507365)

Ubiquit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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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처리를 포함하여 모바일 컴퓨팅, 센서 네트워크,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Introduces basic concepts of ubiquitous computing including distributed computing, mobile computing, sensor networks,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자바프로그래밍및실습(507602)

Java Programming & Practice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과 플랫폼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표준 자바를 

중심으로 자바의 기본 기능들과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애플릿, 쓰레드, 보안등을 다룬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 과정도 

다룬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실무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른다.

Study the concept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and platform independent programming technique with java 

programming language. Essential functions of standard java, library, network, applet, thread, computer security and 

database connection are dealt. Students also study practical programming which is closely coupled with database.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논문프로젝트 과목으로 각자 혹은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설계 토픽을 선정하고 설계된 작품을 발표한다. 이 과목을 통해 

제안서 및 최종 기술보고서의 작성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발표를 통한 설계 노하우의 공개 등 여러 가지 

이론 및 설계 지식을 복합적으로 습득한다.

Selects a creative design topic with some students and announces the results of designed work. Through this course, 

learns the writing of proposal and finial technical report, design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design knowhow, and 

various theory and knowledge of design.

● 모바일프로그래밍실습(508846)

Mobile Programming Practice

PDA, 헨드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에뮬레이션 환경, GUI 프로그래밍, 네트웍 프로그래밍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다양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본다.

It introduces mobile software development platform, emulation environment, GUI programming, and network programming 

for the mobile devices. It also cover the programming project about various mobile application software.

● 디지털논리회로및실습(509441)

Digital Logic Circuits and Laboratory

순차논리의 기본인 플립플롭, 레지스터, 카운터 및 메모리 설계, 레지스터 전송 회로를 이용한 프로세서 논리, 제어 논리 및 제어 

장치의 하드웨어적 설계 그리고 비동기식 순차논리회로의 설계 등을 학습함으로써 디지털 시스템의 실현 능력을 배양한다.

Provides the concepts of binary number systems, Boolean algebra and logic gates, simplification of Boolean functions, 

combinational logic circuit design techniques and the design of practical digital systems.

● 스마트IT융합(산학연계학)Ⅰ(509442)

Smart IT Convergence(Field Study) 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IT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실무 교육 중심으로 구성된다.

산업체 전문 기술자 멘토와 몇 명이 팀을 이루어 과제 토픽을 선정하고 분석, 설계 및 시행착오 개선을 통해 설계된 작품을 

발표한다. 이 과목을 통해 소프트웨어 설계 이론과 실무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한다.

Constitutes of business oriented practical education for training excellent IT workforce that corporation needs.

Selects a project topic by some students and an industry expert as mentor,

and announces the results of designed work with analysis, design and improvement by trial and error learning.

Students totally acquire the software design skill and business knowledge.

● 스마트IT융합(산학연계학)Ⅱ(509443)

Smart IT Convergence(Field Stud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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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IT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실무 교육 중심으로 구성된다.

스마트IT융합 I 교과목에서 작성한 설계 작품을 프로그래밍, 테스트 및 시행착오 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완성한다

이 과목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 완성의 전 과정과  실무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한다.

Constitutes of business oriented practical education for training excellent IT workforce that corporation needs.

Students complete a software product with programming, testing and improvement by trial and error learning based on the 

results of designed work during Smart IT Convergence I course.

Students totally acquire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software product and business knowledge.

● 공학응용프로그래밍(509601)

Programming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본 교과는 공학응용을 위한 매트랩(Matlab) 언어를 다룬다. 기본적으로 함수, 구조체, 파일의 입출력, 그래픽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상급학년에서 배울 인공지능, 신호처리 등의 교과목을 대비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Matlab Language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Basically, topics include functions, data structures, 

file input/output and graphic applications.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epare students for more advanced cours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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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창의소프트웨어공학부 (Division of Creative Software Engineering)

◎ 전공핵심

● 이산수학(400346)

Discrete Mathematics

이 교과목에서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의 배경 이론이 되는 다양한 수학 이론들을 학습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산 개념에 기초한 논리, 

집합과 함수,관계, 트리, 그래프, 부울 대수, 순열과 조합 등을 학습하여 컴퓨터 분야의 수학적 바탕을 연마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diverse concepts of discrete mathematics including logic, set, function, relation, tree, graph, 

Boolean algebra, permutation and combination to develop mathematical background for various computer-related subjects.

● 컴퓨터개론(400506)

Introduction to Computer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개념, 입력, 출력, 처리 및 저장장치, 기본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램 구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배운다.

Covers general concepts of hardward and software, multimedia and computer network, input, output, processing and 

storage units, basic programming and program structure, system analysis and design and database management 

systems.

● 프로그래밍실습Ⅰ(401428)

Programming PracticeⅠ

프로그래밍을 입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소개하고, C 프로그래밍 문법을 학습하여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subject, the basic programming skills will be introduced to beginners for programming. The ability to write simple 

application programs will be developed by learning C programming grammars.

● 프로그래밍실습Ⅱ(401429)

Programming PracticeⅡ

프로그래밍을 입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소개하고, C 프로그래밍 문법을 학습하여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subject, the basic programming skills will be introduced to beginners for programming. The ability to write simple 

application programs will be developed by learning C programming gram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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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Major)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인터넷, 정보보호, 멀티미디어 처리, 소프트웨어공학,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1)기초과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소프트웨어 도구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학 

기초 능력과 도구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2)습득한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여 다양한 공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3)관련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수행 능력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4)건전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2000년도에 4개의 전공을 가진 컴퓨터응용공학부(컴퓨터공학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전공, 

멀티미디어공학 전공, 영화영상공학 전공)의 소프트웨어공학 전공으로 신설되었다. 2002년에는 컴퓨터응용공학부가 

컴퓨터ㆍ영상공학부로 학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3년도에는 다시 2개 전공을 가진 컴퓨터ㆍ소프트웨어공학부(컴퓨터공학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전공)로 개편하여 1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2004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6학년도에는 학부제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로 개편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컴퓨터응용공학부로 개편하였으며, 2017학년도에는 

창의소프트웨어공학부로 개편되었다. 2006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IT 경쟁력 강화를 

위한 NEXT 사업을 하였다. 또한 1999년도에 신설된 일반대학원은 다양한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산업문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산학협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의 첨단 IT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응용기술 관련 각종 산업체, 연구소, 벤처기업, 학계, 정보통신 관련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공기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자연언어처리, 인공지능, 멀티미디어처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인터넷시스템 등을 전공한 9명의 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첨단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 임베디드 

모바일 프로그래밍, 인터넷 및 정보보안 기술 등을 습득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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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데이터구조(400650)

Data Structure

자료구조의 개념 및 기초지식과 더불어 기본자료구조로서 스택 및 큐, 리스트들을 다루며 고급자료 구조로서 그래프와 트리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자료구조의 응용으로서 탐색, 정렬, 해슁 기법 등을 다룬다.

It provides fundamental dynamic data structures, including linear lists, queues, trees, and other linked structures; arrays 

strings, and hash tables We can learn storage management and elementary principles of software algorithm, abstract data 

types and algorithms for sorting and searching.

● 공학설계입문(400798)

Basic Engineering Design

공학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론 강의와 작품 설계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공학인의 정의 및 필요한 능력, 제안서 및 기술 보고서 쓰는 법, 프로젝트 추진법, 팀워크를 통한 공동개발법 등을 경험하고 

공부한다.

Constitutes theoretical lecture and design project for improving the basic accomplishments of creative design abilities as an 

engineer. Introduces the writing methods of proposals and technical reports. Experiences the drive idea of projects and 

cooperative developments

● 컴퓨터구조이론및실습(401475)

Computer Architecture Theory & Laboratory

디지털 컴퓨터의 하드웨어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루며, 논리회로 설계, 디지털 소자, 산술연산, 중앙처리 장치, 

입출력장치, 메모리 장치의 구조의 개념을 다룬다. 아울러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를 통한 설계 실습을 수행한다.

This course is for the intern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digital computers; elements of computer logic design, digital 

devices, computer arithmetic, architecture of CPU, I/O, and memory devices. It also includes design practices by 

microprocessor equipment.

◎ 전공심화

● 생명과학개론(400253)

Introduction to Life Science

생명체의 구성 및 기능, 생명체의 보존, 진화 등 생명과학 분야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즉, 생명의 신비, 생명현상 등 

생명과학의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타 학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basic concepts of life science, the organization and the function of life, the conservation and 

the evolution of life etc. The topics will include the fundamental technology and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life science, 

the mystery of life, the phenomenon of life etc. It also will cover the relation of life science and other sciences.

● 비주얼프로그래밍(501703)

Visual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C 프로그래밍언어의 기초를 학습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흐름을 잇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Visual C, MFC 등의 패키지를 이용하여 시스템으로 설계 및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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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self-paced introduction to the constructs provided in the C++ programming language for procedural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aimed at students who already know how to program. We also learn about the concept of 

visual programming in sequence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by using visual C++ and MFC package to design and 

implement real system.

● 시스템프로그래밍(502220)

System programming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직접 프로그래밍 한다. 리눅스 환경과 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유닉스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실습하여 본다. 아울러, 간단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시스템 프로그램 설계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s for a practice of system programming. It includes commands, shell programming, and C programming 

using standard library and system calls under UNIX/LINUX environment. The small team project helps you to learn how to 

design system programs.

● 영상처리(502591)

Image Processing

정지영상 및 동영상신호에 대한 인간시각모델, 색상표현, 영상분할 및 합병 방법, 영역경계선 추출방법, 영상 압축 방법 등의 

이론을 학습하고, 나아가 비주얼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위한 구현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paradigms for video/image signal processing; Relation to human visual perception; Mathematical 

techniques for representing and reasoning, with curves, surfaces and volumes; Illumination and reflectance models; Color 

perception; Image segmentation and aggregation; Methods for bottom-up three dimensional shape recovery: Line drawing 

analysis, stereo, shading, motion, texture; Use of object models for prediction and recognition.

● 운영체제(502695)

Operating Systems

운영체제의 개념, 발전과정, 기능, 구조 등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학습한다. 나아가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과 프로세스 동기화, 교착상태, 메모리 관리, 가상 메모리, 파일 시스템 및 입출력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며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 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It includes basic concepts of operating systems that manage various computer resources; multiprogramming. processes 

and threads, interprocess communication and synchronization, deadlock, memory management, virtual memory, file 

systems, and I/O systems; examples like Linux OS.

● 인터넷프로그래밍(502986)

Internet Programming

본 교과목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머신이 함께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다루며, 다양한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실습을 수행한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도 포함한다.

This course is for the program that is running with many machines connected by internet and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a few kinds of internet programming languages. It also include the growing technique, Internet-of-Thing(IoT).

● 지능정보시스템(503678)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

탐색, 게임, 지식표현, 자연어 학습,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전문가 시스템 등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습득한다.

It is for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knowledge representations, game theor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expert system etc.

● 컴파일러개론(503865)

Introduction to Compiler

컴파일러의 기본원리인 유한상태기계, 튜링기계, 계산함수 등의 오타마타 이론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고급 프로그래밍언어를 

번역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문법, 파싱, 코드생성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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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for compiler construction concept; Lexical analysis, syntax analysis; Semantic analysis code generation and 

optimization; Storage management; Run-time organization. Table-driven and retargetable code generators; Register 

management; Flow analysis and global optimization methods; Code optimization for advanced languages and 

architectures; Local code improvement; Optimization by program transformation; Selected additional topics; A term paper or 

project is required.

● 컴퓨터네트워크(503884)

Computer Network

디지털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디지털 통신 이론에 대한 기본 모델, OSI 7계층 모델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계층에 대한 관련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인 TCP/IP를 다룬다. 나아가 컴퓨터들 간의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LAN을 비롯하여 MAN, B-ISDN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It is for the basic model on the network based on the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theory of the digital 

communication. It is also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OSI 7 layers  model, the related protocol of each layer, 

and TCP/IP which is the protocol to be used on Internet. It also covers LAN, MAN, and other topics on the advanced 

network.

● 파일처리론(504062)

File Processing Theory

데이터 처리와 응용을 위한 파일의 기본 개념, 파일 저장 장치의 구조, 파일의 입출력 제어 등을 학습하고 순차 파일, 인덱스 파일, 

직접 파일 등의 다양한 파일 구조를 배운다.

We study the basic file processing concept, structure of file storage system, file input&output mechanism in this course. 

Also, we study the various file structure that is sequential file, indexed file and direct access file etc.

● 멀티미디어시스템(505297)

Multimedia Systems

멀티미디어 분야를 디바이스, 시스템, 응용분야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나아가 컴퓨터 기반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데이터 압축기술, 광 기억장치매체, 고속 네트워킹 시스템에 관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We can get information of three multimedia fields, device, system, application and learn about basic concepts for 

multimedia field. We also progress class for multimedia data compression technique, memory light memory device media, 

high speed networking system.

● 정보보호론(505300)

Information Security Theory

정보보호에 개념, 암호 시스템, 운영체계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터넷 보안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한다.

It is for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curity, cryptographic system, security for operating system, network, database, 

internet. It also covers other related topics in information security.

●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Ⅰ(505510)

Object-Oriented Programming Ⅰ

Java, C++,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단계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s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Learning the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Java and C++ helps programmers develop application programs.

●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505513)

Object-Oriented Programmin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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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C++,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단계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s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Learning the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Java and C++ helps programmers develop application programs.

● 객체지향설계(505711)

Object-Oriented Design

자바, 서블릿, JSP 학습을 통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또한  Javamail API를 이용한 

웹메일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및 기능 수정, 추가 과정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들을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By studing Java, Servlets, and JSP, we learn how to develop and deploy web applications. In addition, we learn how 

application components work together by analyzing the given webmail project using Javamail API, modifying the existing 

functionalities, and adding new functionalities.

● 임베디드소프트웨어(506104)

Embedded Software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하에서 Embedded LINUX를 장착한 임베디드 개발 보드에 부트로더, 커널, 파일 시스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로드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It provides the concepts of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In the laboratory, students will learn how to download 

bootloader, kernel, root file system, device driver and application software to a embedded target board.

● 객체지향모델링(506626)

Object-Oriented Modeling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은 OMG 표준으로서, 객체지향 비주얼 모델링에 사용된다. 객체지향 시스템을 분석, 설계하기 

위한 클래스도, 쓰임새도 등과 같은 다이어그램 작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이용한 패턴 적용과 책임 할당 방법을 알아본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분석과 설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UML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하도록 한다.

UML is the OMG standard used for object-oriented visual modeling. In this course, we learn how to draw diagrams such 

as a class diagram and a use case diagram for analyzing and designing the object-oriented system. We also learn how to 

use patterns and assign responsibility. We help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UML by showing  how to analyze and design 

a given application through case studies.

● 데이터베이스응용(506923)

Database Application

최근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DBMS 실습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및 응용 프로그램 작성법을 습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이론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배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마이닝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We have practical training the DBMS are recently used in the database industry, learn the database modeling technique and  

method of the make of database application programs, and learn how apply database theory to practical business in this 

course. also, We examine the various database application systems that are data mining, e-commerce and etc.

● 멀티미디어처리응용(506933)

Multimedia Processing Application

애니메이션 기법, 정지 영상 및 동영상 압축기법, 실시간 영상 전송기법 등의 멀티미디어 응용 과제를 실습한다.

It is for studying the applications of multimedia processing such as animation techniques, coding and decoding methods 

for image and video data, and real-time video transmission methods.

● 소프트웨어설계공학(506960)

Software Desig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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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폭포수 모델과 함께 객체지향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설계 패턴을 학습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보다 잘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객체지향 분석․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 

패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고품질의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We learn a traditional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the waterfall model, and design patterns used in the object-oriented 

design phase. By learning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we improve the ability to design and develop a better 

software. We also improve the ability to develop high quality object-oriented software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design patters used for the object-oriented analysis and design.

● 컴퓨터알고리즘(506994)

Computer Algorithm

알고리즘의 표현방법, 기능 및 처리과정, 복잡도의 분석, 정확성(correctness) 및 공정도(fairness)에 대하여 학습한다. 나아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 응용 등을 다루고 기존에 개발된 알고리즘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학습한다.

It is for the concept and basic techniques in the design and analysis of algorithms. It is also for the models of computation, 

lower bounds of algorithms, algorithms for optimum search trees, balanced trees and UNION-FIND algorithms, numerical 

and algebraic algorithms, combinatorial algorithms, and Turing machines. It also covers the NP-completeness, unsolvable 

and intractable problems.

● 유비쿼터스응용시스템(507573)

Ubiquitous Systems

유비쿼터스 응용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유비쿼터스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기초지식을 공부한다. 최근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응용 미들웨어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유비쿼터스 응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종류, 특성과 기술 동향에 대하여 공부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응용 시스템과 관련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for the ubiquitous systems and the essential basic knowledge to understand the 

ubiquitous systems. It introduces the recent various middleware for application of the ubiquitous systems. It also covers the 

ki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echnology for wired/wireless network, and the trend of them. Based on such 

knowledge, it covers the related services using the ubiquitous systems.

● 수치해석학(507635)

Numerical Analytics

수학적 논리전개에 따른 공식과 해법 등을 바탕으로 오차의 종류와계산법, 고차방정식과 선형계방정식의 수치해법 그리고 곡선의 

수치적 구성법, 보간법 등을 다룬다. 또한 상미분방정식의 해법, 수치적분법, 고유치문제 등을 다룬다.

Based on the types of formulas and mathematical logic solutions, including deployment of the calculation error and, deals 

with higher-order equations and numerical solution of linear equation systems and numerical choreography, such as 

interpolation of the curve. Also it deals with the solution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numerical integration, eigenvalue 

problems.

● 인터넷창업및경영(산학연계학)(508685)

Internet Venture and Management(Field Study)

IT 분야의 벤처 창업과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This is for the basic informations for establishing new venture  enterprise by the type of Q&A and presentation.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논문프로젝트 과목으로 각자 혹은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설계 토픽을 선정하고 설계된 작품을 발표한다. 이 과목을 통해 

제안서 및 최종 기술보고서의 작성부터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발표를 통한 설계 노하우의 공개 등 여러 가지 이론 및 설계 지식을 

복합적으로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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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s a creative design topic with some students and  announces the results of designed work. Through this course, 

learns the writing of proposal and finial technical report, design of software, design knowhow, and various theory and 

knowledge of design.

● 데이터베이스이론및실습(509233)

Database Theory & Practice

본 교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구조, 데이터 모델, DBMS시스템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설계기법, 데이터베이스 

질의어(SQL), 트랜잭션 처리기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실습을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질의어인 SQL 사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for learning concepts and structure of the database, data model, the type of DBMS systems, design 

techniques of database, database query language (SQL) and transaction processing techniques, etc.

In addition, it also include practice of design method for the relational database and usage of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 확률및통계입문(509234)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랜덤 변수들의 분포, 조건부 확률, 확률의 독립성을 살펴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다수의 

수치적 통계 방법과 통계적 알고리즘을 다룬다.

It introduces the basic theories abou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andom variables, conditional probability, independence of

probability, and it also covers many numerical methods and statistical algorithms from a computer software view point.

● 모바일컴퓨팅(509235)

Mobile Computing

최근 컴퓨팅 환경은 전통적인 서버 중심에서 모바일 단말기 중심의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과 모바일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소개하고,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방법을 학습한다.

Recent computing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from traditional server-centric to mobile device-centric environment.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 of mobile computing platform and mobile programming. Students in this course, study 

the method of developing various application programs in Android environment.

● 프로그래밍언어개론(509236)

Theory of 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래밍 언어의 신택스와 시멘틱스 등 컴퓨터가 인식하는 인공언어의 기본원리 및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원리 및 

바인딩 시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is for the design of modern programming languages;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scanning, parsing, semantic 

analysis, and code generation; analysis, comparison, and design of programming

languages, formal description of syntax and semantics, advanced programming techniques, structured programming, 

debugging,

verification of programs and compilers, and proofs of correc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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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응용소프트웨어공학(Division of Creative Software Engineering)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는 기초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제적 식견과 국제적 협동 능력, 그리고 건전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겸비한 창조적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핵심 기술인 응용소프트웨어의 설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전문 이론교육과 

사회 수요지향적 실무 프로젝트를 병행함으로써 종합 설계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 교육목표

1998년 : 멀티미디어공학과 신설(정원 70명), 한수환 교수, 장경식 교수 부임 

1999년 : 컴퓨터•전자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로 개편, 김형석 교수 부임

2000년 : 컴퓨터응용공학부로 개편

2001년 : 이광의 교수 부임

2002년 : 컴퓨터영상공학부로 개편(정원 90명), 김현태 교수 부임

2003년 : 영화영상•멀티미디어공학부로 개편

2004년 :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석사과정」신설, 정보통신부「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 선정 (2년간 3억)

2005년 : 정보통신부「SCM 트랙 시범인증」획득 (이수 학생 80%,전국 최고), 여성부「지역맞춤형 여성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우영운 교수 부임 

2006년 : 공학교육인증전문프로그램 도입, 정보통신부「대학 IT 학과 경쟁력강화사업 (NEXT)」 선정 (1년간 2억 지원), 노동부 

지원 「하계인턴십교육과정」개설 (12개 업체 학생30명 참가)

2007년 :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박사과정」신설, 정보통신부「대학 IT 학과 경쟁력강화사업 (NEXT)」선정(4년간 

수행), (4년간 8억 지원)

2008년 : 정보통신부「산업체 IT전문가 멘토링 사업」 수행, 윤주상 교수 부임

2009년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예비 인증 획득

2014년 : ICT 공과대학으로 편입, 이현섭 교수 부임 

2015년 : 컴퓨터응용공학부(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로 개편, 김삼문 교수 부임 

2016년 : 프라임사업 선정 및 참여 학과

2017년 : 응용소프트웨어전공으로 개편, 프라임사업 참여 학과, 김남규 교수 부임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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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응용소프트웨어공학 (Division of Creative Software Engineering)

◎ 전공핵심

● 데이터구조(400650)

Data Structure

이 과목에서는 C++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며, 리스트, 스택, 뷰, 트리, 그리고 

재귀호출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고 쓰기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설계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This course will use the C++ language to teach methods of representing and manipulating data withing a computer. Topics 

include lists, stacks, queues, trees, and recursions. Students will learn the problem solving skills necessary to write and 

read complex computer programs, and to make important design decisions.

● 창의공학설계입문(401154)

Introduction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

이 과목은 공학설계에 대한 소개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공학설계의 이론적인 기초를 학습하며, 공학설계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학설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class of engineering design proces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theoretical basis of 

engineering design and perform the whole process of engineering design. Students will learn the experimental knowledge 

and skills about engineering design.

● 디지털신호처리(501100)

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신호처리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에서 얻어지는 신호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배운다. 

선형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푸리에변환, 라플라스변환등 각종 변환법과 저역통과, 고역통과등 필터링과정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진다. 우리가 센서로부터 획득한 잡음 신호로부터 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얻는다든가, 음성 인식을 통해 로봇에게 명령을 

한다든가, 물체의 형태를 식별하는 영상처리 등이 신호처리의 응용분야이다.

In the digital signal processing courses we learn how to obtain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the useful signal obtained from 

the various sensors. Knowledge of the linear system, various transformation methods such as the Fourier transform, 

Laplace transform and filtering process such as the low-pass, high-pass are treated as defaults. Obtaining noise-removed 

signal from a signal contaminated by noise from the sensor, command to the robot by voice recognition, or image 

processing such as identifying the type of the object belongs to the applications of signal processing.

◎ 전공심화

● 응용수학(300059)

Applied Mathematics

본 교과과정에서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의 응용분야에 기초가 되는 수학적인 이론을 소개한다. 컴퓨터그래픽스에 필요한 

벡터해석 및 미분기하학을 학습하며, 유체역학에 필요한 미분방정식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 lot of mathematical theorie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applications such as computer game 

and computer animation. Students will learn vector analysis, linear and affine transformation, quaternion,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and so on.

● 공업수학(400044)

Engineering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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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의 기초가 되는 미분과 적분의 분야 중 극한과 연속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 극좌표, 수열과 급수, 다변수 함수, 편미분, 

벡터함수 등을 학습하여 수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Introduces most of the elementary topics for engineers in the theory of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limits, differential 

and integral of continuous functions, polar coordinates, series, multivariate function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nd 

vectors.

● 가상현실(500029)

Virtual Reality

본 교과과정에서는 컴퓨터그래픽스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가상현실의 다양한 기법을 학습한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를 위하여 

Unity 와 WebGL 을 이용하여  3D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 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 variety of techniques of virtual reality based on the theory of computer graphics. 

Moreover, this course makes them produce a 3D web game or a 3D mobile game using WebGL or Unity.

● 객체지향프로그래밍(500111)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근본적인 개념들인 클래스, 멤버변수, 멤버함수, 데이터 추상화, 인캡슐레이션, 상속성, 동적바인딩 등을 

상세히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about object-oriented programming such as class, member variable, 

member function, data abstraction, encapsulation, inheritance and dynamic binding.

● 논리설계(500845)

Logic Design

디지털 회로의 기초 이론인 2진수의 개념 및 논리 회로, 부울대수, 플립플롭 회로, 카운터 레지스터, 인코더와 디코더, 기억회로 및 

동작원리, A/D와 D/A 변환 등을 익혀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한다.

Students will learn concept of binary number and logical circuit, boolean algebra, flip-flop, counter register, encoder and 

decoder, memorial circuit and operational principle,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and digital to analog conversion, and then 

understand the structure of digital computer system.

● 데이터베이스(500891)

Database

이 교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과 구조를 학습하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 구현, 활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모델링, 관계대수, SQL, 정규형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며, 객체관계 데이터 

모델,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database system, and covers theories on design,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in relational data model. This course focuses on data modeling, relational algebra, SQL and normalization in 

relational database system. Object relational data model and object-oriented data model are also introduced in this course.

● 디지털영상처리Ⅰ(501102)

Digital Image Processing Ⅰ

인간의 시각체계와 영상처리 시스템의 구조를 소개하고, 영상의 디지털화,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과 합성, 그리고 영상의 

화질향상과 복원 등과 같은 기초적인 영상처리 알고리즘들을 강의하며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법 등도 함께 학습한다.

Introduces the structural analysis between human visual and image processing system, and provides the basic image 

processing algorithms such as image sampling and quantization, geometric transformation, image enhancement and 

restoration techniques with computer simulations.

● 디지털영상처리Ⅱ(501103)

Digital Image Processin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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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처리에 대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영상의 변환과 압축, 그리고 영상의 분할과 영상정보의 해석 등에 필요한 영상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며 영상인식과 같은 응용 기법 등도 함께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advanced image processing algorithms such as image spacial transform, compression, 

segmentation and image analysis techniques including some practical applications for image recognition systems. This 

course requires the fundamental knowledges and algorithms covered in Digital Image Processing Ⅰ.

● 음향처리(502832)

Audio Signal Processing

음향학의 기본지식과 음향 수집, 편집, 레코딩, 전기음향, 공간음향, 그리고 효과적인 음향 재생 기법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입체 

음향을 직접 구현해본다.

Students will learn basic theory of acoustics and audio signal collection, editing, recording, electric acoustics, space 

acoustics, and effective audio signal regeneration technique, and then develop 3-D surround sound personally.

● 인공지능(502935)

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며, 퍼지 논리의 기본과 신경회로망의 기본 원리 및 학습 구조 등을 다룬다. 간단한 지능 제어 

시스템들의 예제들이 제시된다.

The course will provide a brief introduction to intelligent systems and deal with the fundamentals of fuzzy logic and the 

basic principles and the learning structures of neural networks, and so on. Examples of simple intelligent control systems 

will be shown in the course.

● 정보보안(503436)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안 과목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효율적인 정보보안 기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Information Security course will learn about the technology for preventing the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ing, storage, 

retrieval, transmission, destruction of information occurring during reception, modulation, outflow.

The understanding of the main objectives of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security and effective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security techniques.

● 컴퓨터구조(503872)

Computer Architecture

1.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구조 및 동작 원리 이해

2.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외부장치간의 인터페이스 이해

3. ALU 설계 기술 배양

1. Understanding about basic architecture and operational principle of micro-processor 

2. Understanding between peripheral devices of micro-processor.

3. Cultivating ability about ALU design.

● 확률과통계(504593)

Probability & Statistics

이 세상에는 우연에 지배되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 예를 들면, 시청률 

조사, 일기예보, 선거, 복권, 경마 등을 확률과 통계에 관련시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랜덤 변수들의 분포, 조건부 확률, 확률의 독립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응용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다수의 수치적 통계 방법과 통계적 

알고리즘을 다룬다.

2017.02.21 15:18:593 / 7[Uca0402r]



This world exists in many cases are subject to accidental and unpredictable results. But if many parts of our surroundings 

such as audience measurement, weather forecasts elections, lotteries, and horse racing were related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that can predict the future. To do this, we teaches the basic theory of probability, the distribution of the random 

variable, the conditional probabilit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robability. Further deals with a number of numerical and 

statistical methods and the statistical algorithm in view of application software.

● 컴퓨터그래픽스(504779)

Computer Graphics

본 교과목에서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스의 기본요소인 3차원 물체의 기하학적 모델링 기술 원리와 이러한 3차원 물체들을 2차원 

컴퓨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렌더링 기술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3D Studio MAX와 MAYA와 같은 3차원 그래픽 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같은 최신 기술의 원리를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fundamental concept of 3D computer graphics, which are the basic mathematical tools 

and computational principles for modeling and displaying three-dimensional geometric objects. Moreover, they are brought 

into contact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a variety of l fundamental functions of 3D Studio Max and Maya.

● 임베디드시스템(505299)

Embedded System

자동차, PDA, 가전제품 등의 실시간 내장형 시스템(Real-time Embedded System)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개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내용으로서 Embedded Java, Embedded Visual Basic 등에 대한 소개와 객체 지향 모델링 도구인 

UML 등을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embedded Java, embedded Visual Basic and embedded system development methodalogy for 

real-time embedded systems such as PDA, automobiles and electric home appliances.

● 웹프로그래밍Ⅰ(505511)

Web Programming Ⅰ

기초프로그래밍과목으로 HTML과 CSS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는 효과적인 웹 

페이지의 설계와 HTTP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웹 이론에 대하여 다룬다.

This introductory programming course teaches how to build web pages using HTML and CSS. The course offers effective 

web page designs and basic theories about WEB including HTTP.

● 웹프로그래밍Ⅱ(505514)

Web Programming Ⅱ

기초프로그래밍과목으로 HTML, 동적 HTML과 XML 등의 인터넷/웹 마크업 언어와 JavaScript, VBScript 등의 스크립트언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의 기반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는 웹 페이지들과 웹 기반의 응용에서 영상과 음성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며, 효과적인 웹 페이지의 설계와 클라이언트측 기본적인 

웹이론에 대하여 다룬다.

This introductory programming course teaches the fundamentals of programming with Internet/Web markup languages 

(such as HTML, Dynamic HTML, and XML) and scripting languages (such as JavaScript and VBScript). The course offers 

a thorough treatment of programming concepts, with programs that yield visible or audible resultsin web pages and 

web-based applications. Effective web page design, and basic web theories are also examined.

● 컴퓨터알고리즘(506994)

Computer Algorithm

이 과목의 목적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주제는 욕심장이 방법, 분할정복, 동적프로그래밍, 퇴각검색, 분기한정 

등의 알고리즘적인 기법의 분석과, 몇몇 잘 알려진 알고리즘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이러한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교육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design and analyze algorithms. Topics include the analysis of algorithmic strategies 

(such as greedy methods, divide and conquer strategies, dynamic programming, backtracking, branch and bound) and 

some well known algorithms.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studying the correctness and efficiency of these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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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스프로그래밍(507016)

Graphics Programming

본 교과목에서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스의 기본요소인 3차원 물체의 기하학적 모델링 기술 원리와 이러한 3차원 물체들을 2차원 

컴퓨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렌더링 기술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3D Studio MAX와 MAYA와 같은 3차원 그래픽 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같은 최신 기술의 원리를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fundamental concept of 3D computer graphics, which are the basic mathematical tools 

and computational principles for modeling and displaying three-dimensional geometric objects. Moreover, they are brought 

into contact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a variety of l fundamental functions of 3D Studio Max and Maya.

● 자바프로그래밍(507428)

Java Programming

이 과정은 자바언어를 이용한 객체지향 설계와 프로그램의 구현에 대하여 소개한다. 캡슐화, 상속 다형성 등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소개된다. 추가적인 주제로 네트워킹,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객체지향디자인패턴, RMI (Remote 

Method Invocation)와 J2EE(Java 2 Enterprise Edition)등을 포함할 수 있다.

This course provides a introduction to object-oriented design, and th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in the Java 

programming language. Object-oriented programming concepts such as encapsulation, inheritance, and polymorphism are 

explained. Additional topics may include networking, the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 object-oriented design 

patterns, remote method invocation (RMI), and Java 2 Enterprise Edition (J2EE).

● HCI(508402)

Human and Computer Interaction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상호작용 디자인의 방법론과 제반 기술을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importance of user interface which is needed in developing computer software 

systems, and do research on the methodology of HCI design.

● 멀티미디어통신(508404)

Multimedia Communication

본 과목은 이동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통신 네트워크 등 향상된 다양한 네트워크 응용 소개와 무선 네트워킹 기술, 서비스 품질 

보장 방법 등 실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킹 기술을 강의한다. 학생은 C/C++ code를 이용하여 프로토콜 구현 기술을 

공부하며 그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 응용을 개발할 수 있는 기법을 습득한다.

The course introduces an understanding of topics in the area of the advanced network applications such as multimedia 

data communication and mobile network. It will also cover advance topics including Quality-of-Service (QoS), wireless 

networking. Students will first learn network applications using the existing network protocols and architectures with C/C++ 

code. Students then implement these protocols and architectures work.

● 캡스톤디자인(508706)

Capstone design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은 학생의 창의력, 실무, 팀워크, 의사소통 등의 훈련을 통한 설계 및 구현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설계 주제 선정 방식은 팀 회의를 통한 학생 자발적 선정, 기업체 제시에 따른 선정, 교수 지정에 따른 선정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설계 주제 내용은 가급적 혁신적인 수행을 목표로 경제, 환경, 산업표준, 응용 등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Capstone Design imagine the value of the student, the student's hands, teamwork, the ability to design and evaluate 

operations necessary to communicate.

Topic selection methods are subjects operating system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project to activities under voluntary 

student and teamwork, business presentation, teaching assignment.

Perform an innovative economy, environment, industry standards, the application of such a major work of art in progress 

centered on practical aesthetics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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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프로그래밍Ⅰ(509446)

Visual Programming Ⅰ

마이크로소프트 Visual C++를 기반으로 하여 Win32 API/MFC를 이용하여 윈도우즈에서 실행될 수 있는 기초적인 윈도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Based on MS Visual C++, this course introduces techniques that develop various basic window application programs using 

Win32 API/MFC.

● 비주얼프로그래밍Ⅱ(509447)

Visual Programming Ⅱ

MFC를 사용하여 윈도우 프로그램의 구조, MFC 사용 방법, 메시지 처리 방법 등과 같은 윈도우 응용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개념을 

습득하게 한다.

This course presents techniques and concepts to master a window programming development ability such as the 

structure of windows program, how to use MFC, how to handle message.

● 창업과취업(산학연계학)(509449)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학생들의 창업과 취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의 산업 발전 경향 소개, 기업 활동 탐색, 전문가 초청 특강, 기업체 방문, 현장 

실습 등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창업과 취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체와 학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Carried out an innovative economic,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works of art activities in the field 

Academic progress realistic aesthetics center to participate in the efficiency value.

To solve this problem, consider the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to students who wish to major corporate center by 

chance, excavation, theory, black, and businesses such progress - a Win-Win for school system operations activities

● IoT(509537)

IoT

IoT과목은 안드로이드 앱 기반 IoT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안드로이드 API 사용 방법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는 콘텐츠 공유,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위치 서비스를 가진 IoT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급 앱 개발 이론을 제공한다. 

또한 IOT의 네트워크 그조에 대하여 교수한다.

IoT course teaches method of Android API to develop IoT service based on Android APP. The course offers advanced APP 

development theories to build IoT services with Content Sharing, Multimedia, network service, the Cloud service and 

location service. Also teaches against the IOT network structure.

● JSP프로그래밍(509539)

JSP Programing

고급웹프로그래밍과목으로 JSP와 서블릿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는 웹 페이지의 

설계와 HTTP를 포함하여 고급 웹 이론에 대하여 다룬다.

Advanced web programming course teaches how to build advanced web pages using JSP and Servlet. The course offers 

advanced web page designs and basic theories about WEB including HTTP.

● 비전프로그래밍(509745)

Vision Programming

MFC와 OpenCV 를 이용하여 얼굴, 눈과 같은 물체 검출을 위한 컴퓨터비젼 윈도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웹 

카메라로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 MFC를 이용하여 GUI를 구성하는 방법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methods to constructing computer vision window program to detect objects such as faces and 

eyes using OpenCV and MFC. It also presents methods to acquire image from web camera, to construct GUI using 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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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509851)

Android Programing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방법을 소개한다.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개발환경, 응용 프로그램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개발 콘셉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 with Android App development scheme on smart mobile platforms. The topics cover 

development environments, application design, user-interface, and application development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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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전기전자통신공학부 (Division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전공핵심

● 일반물리학Ⅰ(400360)

General Physics Ⅰ

공학의 기초가 되는 물리량의 정의, 운동학 및 운동역학에 관련한 물리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운동 및 운동역학,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에너지에 관한 기초개념을 다룬다.

Deals theoretically with the definition of various physical quantities, and basic physical laws on kinematics and kinetics for 

various mechanical systems. Furthermore, it also includes basic concepts and laws on momentum, impulse and energy.

● 일반물리학Ⅱ(400361)

General Physics Ⅱ

공학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학에 관한 기초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전자기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소자 구조 및 특성, 전자기 

회로해석법, 그리고 광학 및 현대물리학에 대한 기초법칙을 개론적으로 다룬다.

Deals theoretically with the characteriscs of components and the physical laws which is helpful to analyze various 

electrical and electronic circuits. Futhermore, it also includes basic concepts and physical laws on modern physics.

● 일반물리학실험Ⅰ(400363)

General Physics Laboratory Ⅰ

공학의 기초가 되는 운동학 및 운동역학에 관련되는 물리법칙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운동 및 운동역학,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에너지에 관한 기초 개념을 실험적으로 이해한다.

Deals experimentally with the concepts of various physical quantities, and basic physical laws on kinematics and kinetics 

for various mechanical systems. Furthermore, it also includes basic concepts and laws on momentum, impulse and 

energy.

● 일반물리학실험Ⅱ(400364)

General Physics Laboratory Ⅱ

공학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학에 관한 기초법칙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전자기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소자구조 및 특성, 전자기 

회로해석법, 그리고 광학 및 현대물리학에 대한 기초법칙을 실험적으로 다룬다.

Focuses experimentall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onents and the physical laws which are helpful to analyze various 

electrical and electronic circuits. Furthermore, it also includes basic concepts and physical laws on modern physics.

● 공학설계입문(400798)

Basic Engineering Design

공학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론 강의와 작품 설계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공학인의 정의 및 필요한 능력, 제안서 및 기술 보고서 쓰는 법, 프로젝트 추진법, 팀워크를 통한 공동개발법 등을 경험하고 

이해한다.

Constitutes theoretical lecture and design experiment for improving the basic accomplishments of creative design abilities 

as an engineer. Introduces the writing methods of proposals and technical reports and experiences the drive idea of 

projects and cooperative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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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 Major)

전기공학분야의 전반적인 이론 및 응용기술과 실기를 교육하여 전력계통, 제어계측,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재료기술 분야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스템 설계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관련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창의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산업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전기공학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1. 수학, 기초과학 및 전기공학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다양한 공학지식을 응용하여, 전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   

3. 의사전달 능력을 높여,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협동력과 실무 적응 능력 배양   

4. 전기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 배양

■ 교육목표

현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1985년 52명의 정원으로 학과를 개설하여 그 동안 119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현재의 전공 입학정원은 60명이다. 1992년에는 학계 및 산업체 근무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기술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동안 76여명의 석사학위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95년에는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고, 1999년에는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그 동안 석사학위 졸업생 37명, 박사학위 졸업생 3명을 배출하였다. 

전기공학전공에서는 전기공학의 기본이 되는 기초 공학을 충실하게 교육시킨 후, 이것을 각 분야별로 연계시켜 응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동시에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이론과 실험을 병행시켜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학부과정의 

강의내용이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재 8명의 전임교수, 1명의 겸임교수와 260여명의 재학생이 

학문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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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전기공학 (Electrical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전자기학Ⅰ(503361)

ElectromagneticsⅠ

전기 및 자기의 기본적인 여러 현상을 벡터 해석, 쿨롱의 법칙 및 전계의 세기, 전계의 에너지 및 전위, 유전체, 도체 및 정전용량, 

사상 및 사상법, 포아손 및 라플라스 방정식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electromagnetics and its relationship to circuit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s of 

electrostatics, including Coulomb's law and Electric field field potential. Analysis and applications of magnetics.

● 전자기학Ⅱ(503363)

ElectromagneticsⅡ

정상자계, 자성체 및 인덕턴스, 맥스웰 방정식, 균일 평면전자파, 전송선로, 맥스웰의 방정식의 응용 등을 강의한다.

Introduces magnetostatics, magnetic materials, transmission line and Maxwell’s equations. Deals with the applications of 

Maxwell’s equations.

● 회로이론Ⅰ(504668)

Circuit TheoryⅠ

전기 및 전자회로 해석의 기본적인 개념과 해석법을 습득하게 하여, 앞으로 배우게 될 전공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기에 관한 기본 법칙과 기본 해석법을 이용하여 저항회로의 해석법을 먼저 다루고, R-L, R-C, R-L-C 회로의 고유응답과 

계단파 응답에 대해 배운다.

Deals with fundamental conception, analysis method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ircuits for improving their major area; to 

study electrical laws, analysis methods for resistor circuits, R-L, R-C, R-L-C circuits, natural responses and step signal 

responses.

● 회로이론Ⅱ(504670)

Circuit TheoryⅡ

회로이론Ⅰ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파수 영역 소개와 복소수 및 페이저를 이용한 교류회로 해석, 3상회로와 평균전력, 

주파수 응답 및 필터, 유도결합 회로와 일반 2단자쌍망의 해석,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해석 등을 배운다.

Deals with introduction of frequency region, alternate circuits analysis using complex number and phasor, 3 phases 

circuits, average power, frequency responses and filter, induce coupled circuits, analysis of two-port network, Lapace 

transform and Fourier analysis.

◎ 전공심화

● 전기기기Ⅰ(503279)

Electric MachineryⅠ

직류기와 동기기의 종류별 구조, 원리, 특성 및 용도에 관하여 강의한다.

Introduce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on principle of electro-mechanical machines: DC machines, synchronous machines.

● 전기기기Ⅱ(503280)

Electric MachineryⅡ

교류기인 변압기와 유도기의 구조, 원리, 특성 및 용도를 강의하고 기타 특수기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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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s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on principle of electro-mechanical machines: induction machines, transformers, 

other actuatators.

● 전기수학(503286)

Electrical Mathematics

푸리에 해석(푸리에 급수, 적분 및 변환)과 그 응용분야인 편미분방정식의 해법을 다룬다. 전자기 현상의 수학적 모델이 

편미분방정식이며 그 해법은 전자기적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Fourier analysis (Fourier series, Fourier integrals, and Fourier transform) and its most important 

applications, o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re mathematical models of electromagnetic 

phenomena so its solution is an indispensable course for analyzing electromagnetic problems.

● 전력공학Ⅰ(503315)

Electric Power EngineeringⅠ

전력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전력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모델링과 작동 원리를 배운다. 단위법 및 단상등가 회로를 이용한 

전력 시스템 해석 방법을 강의한다.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 of electric power systems. Modeling and operating principle of the power system 

components are studied. Presents per unit method and the per phase analysis method applied to the power system 

analysis.

● 전력공학Ⅱ(503316)

Electric Power EngineeringⅡ

전력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모델링과 작동 원리를 심도있게 강의한다. 고장전류 계산과 전력시스템보호 등을 다룬다. 

송전시스템과 배전시스템에 대하여 다룬다.

Presents the advanced topics of the modeling and operating principle of power system components. Deals with the 

principle of fault current calculation and protection of power systems. Deals with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s.

● 전력시스템실험(503319)

Electric Power System Experiments

전력공학의 기본 내용에 대하여 실습한다. 간단한 전력시스템의 전력흐름과 전압변동을 다룬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를 실습한다. 동기조상기를 이용한 전압제어를 실습한다.

Experiments the fundamentals of the power engineering. Experiments the power flow and the voltage regulation of simple 

power system. Experiments the parameters affecting the real and reactive power flow. Experiments voltage control using 

synchronous condensor.

● 제어공학Ⅰ(503513)

Control EngineeringⅠ

자동제어 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전달함수와 상태공간에 의한 시스템의 표현과 상호관계, 제어계의 성능평가, 안정도 판별법, 

근궤적법, 보드선도 및 나이퀴스트 판별법 등 제어시스템의 해석과 설계에필요한 개념을 강의한다.

Basic concepts of feedback control theory, system modeling and synthesis in frequency and time domain, control systems 

design viaroot locus and pole placement.

● 제어공학Ⅱ(503514)

Control EngineeringⅡ

신호의 샘플링, Z-변환 및 상태 공간법을 바탕으로 이산시간영역에서의 선형제어계를 해석 및 설계한다. 또한 양자화에 의한 

오차해석 및 오차의 보상법, 안정도해석, 시간영역에서 응답특성해석과 디지털 제어기의 설계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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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design of linear control system in discrete time domain based on signal sampling, Z-transformation, and 

state space method. Topics also include quantization error and compensation, stability analysis, time-domain response, 

and design of digital control systems.

● 컴퓨터응용및실습(503908)

Computer Application and Practice

컴퓨터를 이용한 공학문제의 해결을 다룬다. MATLAB, PSPICE 등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이를 이용한 공학문제해석을 다루고 

실습한다.

In this lecture, solutions of engineering problem using computer will be considered. To do so, the usage of MATLAP\B 

and PSPICE will be studied. Also, its application to the engineering problem and experiment will be considered.

●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504152)

Programming Language and Practice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자료 처리, 네트워크의 개념을 학습한다.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작성 기술을 학습한다.

Studies concepts of software, data processing and network by using computer program language. Studies basic 

programing skills using C programming language.

●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505813)

Microprocessor and Laboratory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입출력 모듈이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이다. 본 교과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초를 배우고 주요 기능들을 실습한다.

A microcontroller is a small computer on a single integrated circuit, which contains one or more microprocessors along 

with memory and programmable input/output peripherals. In this course, the students study the fundamentals of the 

microcontroller and practice the main functions.

● 전기전자물성론(506123)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전기전자물성론은 물리전자를 기초로 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등의 반도체 소자 물성, 유전체의 

유전현상 및 절연성, 자성체의 자기적 특성, 초전도체의 초전도 현상 등을 다룬다.

Introduces elementary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properties, electrical properties of metal, semiconductors, 

magnetics, insulators, electrocermics, etc.

● 전기전자재료(506124)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도전재료, 저항재료, 초전도재료, 반도체재료, 유전재료, 자성재료, 절연재료, 태양전지재료, 전자정보소재, 전자세라믹스 등의 

종류, 용도, 재료규격, 시험법 및 설계법을 다룬다.

Teaches application, materials specification, testing method, and design on various materials such as conductor, resistor, 

superconductor, semiconductor, dielectric, insulator, solar cell electronic information, electroceramics, etc.

● 디지털논리회로(506929)

Digital Logic Circuits

이진 대수 및 논리 회로에 대한 기초를 다룬다. 부울대수와 부울함수 및 논리회로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논리회로와 특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Introduces fundamentals of binary algebra and logic circuits, Boolean algebra, Boolean functions and logic circuits. Studies 

theory of various logic circuits and their properties.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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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tone DesignⅠ

논문프로젝트 과목으로 각자 혹은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설계토픽을 선정하고 설계된 작품을 발표한다. 이 과목을 통해 

제안서 및 최종 기술보고서의 작성부터 관련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의 설계, 발표를 통한 설계 노하우의 공개 등 여러 가지 이론 및 

설계 지식을 복합적으로 습득한다.

Selects a creative design topic with some students and announces the results of designed work. Through this course, 

learns the writing of proposal and finial technical report, design of hardware or program, design knowhow, and various 

theory and knowledge of design.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논문프로젝트 과목으로 각자 혹은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설계토픽을 선정하고 설계된 작품을 발표한다. 이 과목을 통해 

제안서 및 최종 기술보고서의 작성부터 관련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의 설계, 발표를 통한 설계 노하우의 공개 등 여러 가지 이론 및 

설계 지식을 복합적으로 습득한다.

Selects a creative design topic with some students and announces the results of designed work. Through this course, 

learns the writing of proposal and finial technical report, design of hardware or program, design knowhow, and various 

theory and knowledge of design.

● 서보기기공학(509006)

Servo Machine Engineering

서보기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서보 모터의 구조 및 동작원리에 대해 배운다. 이를 통해 서보기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서보기기 시스템 구축에 응용하도록 한다.

Study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on principle of servo motors used in servo system. Improve the intelligibility and the 

ability of application to the servo system.

● 신재생에너지시스템(509846)

New and Renewal Energy Systems

태양광 에너지,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의 원리와 제어방식 및 구조를 다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전력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하여 다룬다.

Deals with the structure and the principles, structure and control of New and Renewal Energy Generation Systems such as 

photovoltaic and wind power generations. Deals with the integr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 the main grid.

● 전기계측및센서(509960)

Electrical Measurement and Sensors

전기시스템의 여러 특성을 실제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계기의 원리와 구조 및 사용법을 익힌다. 또한 계측에 필요한 

센서의 원리 및 응용을 배운다.

The principle, structure, and detailed instructions of electrical meters used to measur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n 

electrical system will be studied. Also,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sensor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electrical 

measurement will be considered.

● 전기기기실습(509961)

Electirc Motor Experiments

산업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기기기의 원리, 구조 및 특성을 기기의 작동과 측정을 통해 익힌다.

Study the princip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ic machines used in industry through the measurement and operation 

of them.

● 전기설비공학(509963)

Electric Power Apparatu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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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의 수배전과 변전 등에 이용되는 전기설비 및 각종 부하설비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조명설비, 전동기설비, 수변전설비 

그리고 예비 전원설비 등을 다룬다.

Studies the Apparatus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ystems and customer power facilities. Deals with the lighting 

equipments, motor equipments, substation equipments and standby power sources, generation equipments, etc.

● 전기회로실험(509965)

Electric Circuit Experiments

기본적인 전기회로에 대하여 배운다. 전기공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측정 계기의 원리 및 사용법을 익히며 기초 전기이론을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Studies basic electric circuits through experiments. Studies the basic principle and usage of the electric measurement 

devices. Observes reactions, measure quantities, records and analyzes data.

● 전력전자(509968)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에서는 전력용 반도체 스위칭 소자에 의한 전력의 변환과 제어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전력용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특성과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되는 교류-직류, 직류-직류, 직류-교류 전력변환시스템의 다양한 회로 구성과 동작 원리 및 제어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ower semiconductor switching devices. Studies circuit topologies, operation principles, 

and control methods of AC-DC, DC-DC, DC-AC power conversion systems with a variety of applications.

● 전자회로공학Ⅰ(509979)

Electronic Devices and CircuitsⅠ

반도체 다이오드, 다이오드 응용, BJT의 동작원리, BJT의 DC 바이어스 회로, FET의 동작원리, FET의 DC 바이어스 회로, 

BJT+FET 복합회로, 사이리스터 의 동작원리 등을 다룬다.

Introduces semiconductor diodes, diode applications, operation principle of bipolar junction transistor(BJT), DC bias 

circuits of BJT, operation principles of field effect transistor(FET), DC bias circuits of FET, combination circuits of BJT and 

FET, and operation principle of thyristors, etc.

● 전자회로공학Ⅱ(509980)

Electronic Devices and CircuitsⅡ

BJT 교류해석, FET 증폭기, BJT와 FET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연산 증폭기, 연산 증폭기의 응용, 전력 증폭기, 선형 디지털 IC, 

피드백과 발진기 회로, 전원 공급기(전압 조정기) 등을 다룬다.

Introduces AC analysis of bipolar junction transistor (BJT), field effect transistor(FET) amplifiers, frequency response of 

BJT and FET amplifiers, operational amplifiers, application of operational amplifiers, power amplifiers, linear digitals ICs, 

feedback and oscillator circuits, power suppliers(voltage regulators), etc.

● 전자회로기초실험(509981)

Fundamental Experiments of Electronic Circuits

다이오드 특성, 직렬 및 병렬 다이오드 회로, 반파 및 전파 정류회로, 필터, 클리퍼, 클램퍼, 배전압 회로, 제너다이오드 및 전압 

조정기, 발광 다이오드 특성, BJT의 특성 및 바이어스, BJT의 고정 및 전압분배기 바이어스 회로, JFET의 특성, JFET 공통 소스 

바이어스 회로, 공통 이미터 증폭기, 공통 소스 증폭기, 공통 이미터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연산 증폭기 등을 실험한다.

Conducts experiments on characteristics of diode, series and parallel diode circuits, filters, clippers, clampers, multiplier 

circuits, Zener diode and voltage regulators, light–emitting diode, characteristics and DC bias of BJT, fixed bas circuits and 

voltage divider bias circuit of BJT, characteristics of JFET, source bias circuits of JFET, common emitter amplifiers, 

common source amplifiers, frequency response of common emitter amplifiers, operational amplifiers, etc.

● 제어시스템및실습(509986)

Control Systems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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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및 현대 제어이론에 의한 설계법을 익히며 이를 실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이용한 시퀜스 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성능을 검토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Modeling, specifications, rating and operating principles of sensors, actuators and other control system components will be 

studied. Practice on sequence control system using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전기설계및실습(산학연계학)(510083)

Electrical Design and Practice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설계를 다룬다.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의 사용법과 그 응용법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적용한 

전기설비 설계를 실습한다.

Deals with the Design using computer aided design tools. Studies and Practices the usage of the computer aided design 

tools and the method to design electric powe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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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전자공학(Electronic Engineering Major)

수학과 기초과학에 충실한 학습을 기반으로 전자공학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전공 이론과 실험실습으로 실용적 응용설계 

능력과, 건전한 윤리의식, 국가관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산업 사회에서 실무 활용성, 현장감,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의사 전달, 학제간의 이해, 팀원으로서의 실무, 첨단화․국제화에 따른 어학과 평생학습으로 도전정신이 강화된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전자공학과는 1985년 정원 52명으로 출발하여 1988년에서는 70명으로 입학 정원을 증원하였다. 1996년에는 전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와 더불어 전기․전자․통신공학과군으로 통합되어 210명의 신입생과 1997년에는 전기․전자․통신공학부로 개편하여 

2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1998년에는 교육개혁에 의거 전자․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로 개편하여 250명의 신입생을, 

1999년에는 전기․전자공학부로 개편되어 140명의 신입생을, 2000학년도부터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로 개편되어 2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02년도에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이 신설되어 전기․전자․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공학부로 개편되어 26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03년도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학부 전공을 세분화하여 전자․정보통신공학부로 개편하였으며, 

2006년에는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경되어 전자공학과로 개편하였다. 1992년 대학원에 전자공학과 석사학위 과정과 1995년 

산업대학원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22회에 걸쳐 1,0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대학원 

진학 및 공공기관과 전자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회로 및 제어시스템, 신호처리, 반도체, 

컴퓨터구조, 집적회로 설계, 마이크로파, 통신 등을 전공한 교수로부터 전자분야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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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전자공학 (Electronic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논리회로실험(401424)

Digital Logic Lab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게이트, 산술 및 논리 연산 회로를 포함하는 조합 회로, 카운터를 포함하는 순서 회로의 구성과 

특성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study basic building blocks of a digital circui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m by 

experiments. Basic gates, combinational circuits including arithmetic circuits, and sequential circuits including counters 

are covered in this course.

● 기초전자실험Ⅰ(500800)

Basic Electronics Laboratory Ⅰ

기본적인 전기회로의 원리의 이해와 실험 방법, 회로기판을 이용한 회로 구성을 연습하며, 측정에 기본이 되는 멀티미터와 

전원장치 사용법을 익힌다. 회로 실험을 위한 기본 단위, 저항 컬러 코드, 커패시터 코드, 옴의 법칙 및 키르히호프의 법칙 등을 

실험한다.

Experiments on the circuits connection for fundamental electric circuit using bread board, handling method of multimeter, 

power supply and resistor color code, capacitor code, Ohm's law and Kirchhoff's law.

● 기초전자실험Ⅱ(500801)

Basic Electronics Laboratory Ⅱ

오실로스코프의 사용법을 배우고, 기초전자실험 Ⅰ에서 배운 회로이론의 여러 법칙과 정리 등과 R-C, R-L 및 R-L-C회로의 응답, 

공진회로 특성, 각종 다이오드의 특성 및 응용 등을 실험하여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교분석한다.

Experiments on the handling method of oscilloscope, laws and theorem of circuits theory, R-L, R-C, R-L-C circuits, 

resonance circuit characteristics and Ⅰ-V characteristics of diodes.

● 전자기학Ⅰ(503361)

Electromagnetics Ⅰ

이 과목의 목표는 전기 및 자기의 기본 이론과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전자기적 현상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자기학 Ⅰ에서는 벡터해석을 복습하고 정전계를 다룬다. 벡터해석에서는 다루는 분야는 좌표계, 

스칼라의 기울기, 벡터의 발산, 벡터의 회전을 다룬다. 정전계에서는 두 전하사이의 힘에 관련된 쿨롱의 법칙, 전계와 전위의 

개념과 계산, 전속밀도의 개념과 가우스 법칙, 경계조건, 포아송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 커패시터의 정전용량을 전계와 

관련하여 다룬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improve the fundamental ability of the electromagnetic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theory and the physical meaning of the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Vector analysis and the 

static electric fields are main topics. Vector analysis will cover the coordinate systems, the gradient, the divergence, and 

the curl. The static electric fields will cover Coulomb's law, the concept of the field and potential, the electric flux density, 

Gauss's law, the boundary conditions, Poisson's equation, Laplace's equation, and the capacitors.

● 전자기학Ⅱ(503363)

Electromagnetic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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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의 목표는 전기 및 자기의 기본 이론과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전자기적 현상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자기학 Ⅱ에서는 정자계와 시변전자계를 다룬다. 정자계에서는 비오사바르 법칙, 전류가 흐르는 

도선사이의 힘과 암페어 법칙, 자계의 경계조건, 인덕턴스를 학습한다. 시변전자계에서는 패러데이 법칙, 변압기, 발전기, 

변위전류를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맥스웰방정식을 기초해서 평면전자파의 편파, 무손실 매질 과 손실매질에서 전파특성을 

학습한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improve the fundamental ability of the electromagnetic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theory and the physical meaning of the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The static magnetic 

fields and the time varying electromagnetic fields are the main topics of the course. The static magnetic fields will cover 

Bio-Savart law, the force between the current carrying conductors, Ampere's law, the boundary conditions, and the 

inductors. The time varying electromagnetic fields will convert Faraday's law, the transformer, the generator, the 

displacement current. The propagation of the plane wave will be considered.

● 회로이론Ⅰ(504668)

Circuit Theory Ⅰ

기 및 전자회로 해석의 기본적인 개념과 해석법을 습득하게 하여, 앞으로 배우게 될 전공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기에 관한 기본 법칙과 기본 해석법을 이용하여 저항회로의 해석법을 먼저 다루고, R-L, R-C, R-L-C 회로의 고유응답과 

계단파 응답에 대해 배운다.

Deals with fundamental conception, analysis method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ircuits for improving their major area; to 

study electrical laws, analysis methods for resistor circuits, R-L, R-C, R-L-C circuits, natural responses and step signal 

responses.

◎ 전공심화

● 공학수학Ⅰ(300094)

Engineering Mathematics Ⅰ

공학 및 물리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복소수와 미분방정식들의 수학적 이론과 해석방법을 학습한다. 복소수의 응용과 1계 및 상계수 

2계 선형 미분방정식을 다루고, 미분방정식의 해를 라플라스 변환으로 구하는 방법도 배운다.

Complex numbers, functions, an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Emphasized on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equations in 

engineering  fields. Numerical methods for approximate solutions and Laplace transformation will also be covered.

● 공학수학Ⅱ(300096)

Engineering Mathematics Ⅱ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과 사고를 배양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대수방정식, 

행렬과 행렬식, 선형변환과 행렬, 고유치와 고유벡터, 벡터의 정의, 벡터의 내외적, 벡터함수 등을 학습한다.

Basic linear algebra and vector analysis to apply engineering problems. Topics include matrix arithmetic, determinants, 

vector spaces, inner product,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vector calculus.

● 컴퓨터언어및실습Ⅰ(400512)

Computer Programming and Practice Ⅰ

컴퓨터 실습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컴퓨터 언어에 대한 개념, 프로그래밍 이론 및 구현 방법을 다루며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숙달시킨다.

This is a preliminary course for the other courses using computers, where the concept of programming languages, 

programming theory, and programming skills are studied. This course also include laboratory for computer programming.

● 컴퓨터언어및실습Ⅱ(400513)

Computer Programming and Practice Ⅱ

컴퓨터 실습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컴퓨터 언어에 대한 개념, 프로그래밍 이론 및 구현 방법을 다루며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숙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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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reliminary course for the other courses using computers, where the concept of programming languages, 

programming theory, and programming skills are studied. This course also include laboratory for computer programming.

●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및실습Ⅰ(401216)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oratory I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와 I/O 보드의 설계 및 응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구조와 동작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각종 I/O 모듈들과의 인터페이스 방법 및 제어기술에 대해 실습과 함께 숙지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design and applications of microprocessor board and I/O board to control a system. Students 

will understand internal configuration and operation principle of microprocessor as well as will study interfacing method and 

control technique.

● 논리회로(500850)

Logic Circuits

디지털 회로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의 개념과 부울 논리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초가 되는 조합회로와 

순서회로를 설계 및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Digital logic deals with the concept of digital compared to that of analog and Boolean logic. The two types of digital circuits, 

combinational and sequential circuit, will be covered so far to design and analyze them using the basic concepts.

● 디지털신호처리(501100)

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 신호처리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컴퓨터 또는 디지털 집적회로를 통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어 수치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과목에서는 신호해석의 기본이 되는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을 익히고 정현파와 

페이저를 익히고, 스펙트럼 표현, 샘플링과 에일리어싱, FIR 필터, 콘볼루션과 LTI 시스템, FIR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z-변환, IIR 

필터와 필터링에 의한 스펙트럼 분석 및 FFT를 다룬다.

Digital signal processing will deal with the numerical processing of the converted digital data from the analog voice, the 

data, and the image. The course will cover mathematical representation of the signal, the sinusoidal, the phasor, the 

spectrum representation, the sampling, the aliasing, the FIR filter, the IIR filter, the convolution, LTI system,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system, z transformation, and FFT.

● 디지털통신(501108)

Digital Communications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현대의 통신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디지털 통신이론의 원리와 응용 예들을 습득하고, 간단한 

시스템의 성능을 컴퓨터 모의실험으로 측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디지털 펄스변조, 

기저대역 펄스전송, 대역제한 채널을 통한 디지털 전송 및 반송파 변조를 통한 디지털 전송의 이해 등이 포함된다.

Principles and application examples of modern communication systems emphasized on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Topics include A/D conversion, digital pulse modulation, baseband pulse transmission, digital transmission through 

bandlimited channels, digital transmission via carrier modulation.

● 로봇공학(501148)

Robotics

현대 산업 및 서비스 용도에 따른 로봇기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해석을 학습한다. 회로 및 시스템, 자동제어 등에서 학습한 지식으로 

사용 목적에 따른 로봇의 제작 및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구학, 운동해석을 통한 수학적 모델링, 다양한 제어기 설계법 등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design, analysis, control, and operation of robotic mechanisms. Principles of kinematics, dynamics, and 

automatic control systems for design of robotic systems.

● 반도체공학(501402)

Semiconduct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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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과 화합물 반도체의 결정 성장과 특성, 원자와 전자 사이의 물리적 모델과 해석, 반도체에서 에너지대와 전하 캐리어의 

전송현상, 평형상태에서 전하캐리어의 에너지 준위, 비평형 과잉캐리어 형성과 특성, PN 접합의 구조와 순방향과 역방향 인가에 

다른 전류-전압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다룬다.

Deals with crystal growth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 crystal and compound semiconductor; physical models and 

analysis of between atoms and electrons; electrical conduction and energy bands in solids; energy levels, excess carriers 

generation and behaviors of semiconductors in equilibrium and non-equilibrium; structures and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with forward and reverse biases in p-n junctions.

● 수치해석(502144)

Numerical Analysis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 기법을 다룬다. 이 교과목에서는 가우스 소거법과  LU 분해법을 포함한 

선형대수, 다항식과 보간법, 수치 적분, 수치 미분, Runge-Kutta 법을 포함한 상미분 방정식의 초기치 문제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numerical analysis using computer for the engineering problem. Constitutes linear algebra with Gauss 

elimination and LU decomposition, polynomial and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numerical differentiation, intial value 

problem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with Runge-Kutta Methods.

● 신호및시스템(502342)

Signal and System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며, 연속시간/이산시간 신호 및 시스템을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각을 정립한다. 연속/이산 신호 및 시스템의 특성, 연속/이산 신호의 주파수 해석, Z-변환과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필터의 기초 등에 대해 배운다.

Deals with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methods of linear time invariant systems; to learn frequency analysis of 

continuous/discrete signal, z-transforms, digital systems, basic concepts of digital filters.

● 자동제어(503119)

Automatic Control System

제어계의 해석 및 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기초의 학습과 물리계의 수학적인 모델링, 전달함수, 블록선도, 신호흐름선도, 

상태변수의 해석 및 안정도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제어계의 설계에 중요한 시간영역 해석과 주파수영역에서의 해석을 학습하여, 

여러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Introduction to control systems, modeling techniques, root locus analysis and design, Nyquist criteria, frequency domain 

compensation. Analysis in both domains,  time and frequency, will be covered to be able to design various control 

systems.

● 전자소자(503384)

Electronic Devices

개별회로와 집적회로 응용을 위한 에너지대의 동종과 이종 접합에서 PN 접합 다이오드, 금속 반도체 접합 소자, 광소자, PNPN 

소자, 태양전지, 마이크로파 소자, 바이폴라(PNP, NPN) 트랜지스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 CMOS, JFET, MESFET, 

HEMT, HBT), 반도체 전력 소자 등의 동작원리, 구조, 전류-전압 특성을 취급한다.

Deals with the operational principles, structures,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pn Junction diodes, Schottky diodes, 

optical devices, pnpn devices, bipolar transistor(NPN, PNP), field effect transistor(MOSFET, CMOS, JFET, MESFET, HBT) 

in homo and hetero junctions for applications of discrete and integrated circuits.

● 전자회로Ⅰ(503415)

Electronic Circuits Ⅰ

전자회로의 기본소자인 다이오드, BJT/JFET/MOSFET의 특성 및 소신호 등가회로의 해석과, 이들 소자를 활용한 다이오드회로, 

전원회로, 증폭 회로의 구성과 바이어스, 증폭기의 이득 및 임피던스, 주파수 특성, 궤환증폭기, 전력증폭기의 해석과 설계에 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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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basic devices such as diode, BJT/JFET/MOSFET, and their small signal equivalent circuits. Introduction 

to circuit analysis and design using them.  Emphasis will be given to rectifiers, bias circuits, and amplifiers.

● 전자회로Ⅱ(503416)

Electronic Circuits Ⅱ

차동증폭기의 이론, 연산증폭기의 기초이론과 응용회로, 능동필터, 동조증폭기, 정현파발진기, 정전압회로, 비정현파발진기, 

PLL회로, 변복조회로, 기타 응용전자회로의 해석과 설계에 관해 배운다.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differential amplifiers and operational amplifiers. Analysis and design of active filter, tuning 

amplifier, oscillator, PLL, and modulation and demodulation circuits.

● 전자회로실험Ⅰ(503418)

Electronic Circuits Laboratory Ⅰ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와 응용회로, BJT/JFET/MOSFET 증폭기의 바이어스, 증폭기의 전압이득, 주파수 응답, 귀환증폭기, 

전력증폭기에 대해 실험하여 회로구성과 분석능력을 함양한다.

Experimental analysis of rectifier, amplifiers using BJT/ JFET/ MOSFET, power amplifiers, and frequency response and 

feedback of amplifiers.

● 전자회로실험Ⅱ(503419)

Electronic Circuits Laboratory Ⅱ

차동증폭기, 연산증폭기 응용회로, 정전압회로, 능동필터, 동조증폭기, 정현파발진기, 비정현파발진기, PLL회로, 변복조회로 등을 

실험하여 회로구성과 분석능력을 함양한다.

Experimental analysis of differential amplifiers, operational amplifiers, active filters, tuning amplifiers, oscillators, PLLs, and 

modulation/demodulation circuits.

● 컴퓨터네트워크(503884)

Computer Networks

본 교과목에서는 데이터 통신, 인터넷 구조, 프로토콜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TCP/IP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여러 네트워크 계층의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을 통하여 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 지식을 확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In this course, based on several network-related theory and applications including data communication, internet structure 

and network applications, the goal is the understanding of standard internet protocols in several network layers with a focus 

on TCP/IP protocol. Through this course, as well a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rnet, it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obtain the basic knowledge for develop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related services.

● 회로이론Ⅱ(504670)

Circuit Theory Ⅱ

회로이론Ⅰ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파수 영역 소개와 복소수 및 페이저를 이용한 교류회로 해석, 3상회로와 평균전력, 

주파수 응답 및 필터, 유도결합 회로와 일반 2단자쌍망의 해석,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해석 등을 배운다.

Deals with introduction of frequency region, alternate circuits analysis using complex number and phasor, 3 phases 

circuits, average power, frequency responses and filter,  induce coupled circuits, analysis of two-port network, Lapace 

transform and Fourier analysis.

● 디지털제어공학(505289)

Digital Control Engineering

신호의 샘플링, Z-변환 및 상태 공간법을 바탕으로 이산시간영역에서의 선형제어계를 해석 및 설계한다. 또한 양자화에 의한 

오차해석 및 오차의 보상법, 안정도해석, 시간영역에서 응답특성해석과 디지털 제어기의 설계에 대해 학습한다.

2017.02.21 15:18:595 / 8[Uca0402r]



Analysis and design of linear control system in discrete time domain based on signal sampling, Z-transformation, and 

state space method. Topics also include quantization error and compensation, stability analysis, time-domain response, 

and design of digital control systems.

● 임베디드시스템(505299)

Embedded System

본 교과에서 학생들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정의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학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및 여러 주변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구조를 배운다. 또한 임베디드 펌웨어, 

커널, 실시간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구조 등을 알아본다. 최신 임베디드 프로세서들을 알아보며, 전자 제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실제 예시를 통해 전반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study the definition of embedded systems and various application fields including digital control 

systems. They learn the hardware architecture for embedded systems including the microprocessor, memory devices and 

interface between several peripheral devices. Also, they investigate the embedded firmware, kernel, real-time operating 

systems, the software architecture, and so on. They examine the recent embedded processors and understand the basic 

knowledge of overall embedded systems through practical examples used in various industry including electronic control 

fields.

● 디지털영상처리(506931)

Digital Image Processing

디지털 영상신호와 디지털 영상처리에 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알고리즘을 학습한다. 디지털 영상신호에 대한 

모델링, 변환영역에서의 처리, 영상 개선 및 복원, 필터링, 인식 등의 응용에 대해 배우고 동영상 처리에 관한 기본 내용을 

학습한다.

Study the basics of digital image signals, theories and algorithms of image processing. In addition, it studies modeling the 

image signal, frequency domain processing, enhancement, restoration, filtering, recognition, and basics motion picture 

processing.

● 초고주파회로(507088)

Microwave Circuit Design

최근의 무선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체에서 고주파 회로 설계능력을 가진 공학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주파 회로 설계는 

마이크로스트립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고주파회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산란행렬과 스미스도표를 

간단히 학습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피던스 매칭을 익히고, 방향성 결합기, 브랜치란인 하이브리드, 윌킨스 전력분배기 등의 

설계방법을 익히고, 최종적으로 저잡음 증폭기를 설계한다.

Many RF circuit designer are required a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s.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improve the RF circuit design ability with mircrostrip line. The brief review will be given on the scattering 

parameter and Smith chart. The course will be covered the design of the impedance matching, the directional coupler, the 

branch line hybrid, Wilkinson's power divider, and the low noise amplifier.

● 통신공학(507953)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통신신호의 종류와 그 신호들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수학적 도구들에 대해서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통신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통신이론의 기본과 AM, FM 등의 성능분석과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통신시스템 설계능력의 

기초를 다진다.

Introductory theory of communication systems. Topics include Fourier transform, frequency domain analysis of linear 

systems, signal-to-noise ratio, amplitude modulation, and frequency modulation.

●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및실습Ⅱ(508568)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orator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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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는 현대 생활에 가장 중요한 IT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임베디드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에서 인텔의 80계열의 프로세서와 모토롤라의 68계열의 프로세서가 오랜 역사와 안정성으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또한 소규모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PIC와 AVR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되어 지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소형 임베디드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 ATmega 128에 대하여 전반적인 스펙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각 기능들을 

사용하여 제어 기술을 익힌다.

Microprocessor is among the essential IT elements of the present-day life. Recently, importance of the imbedded system 

rises. In design for the imbedded system, Intel's 80-core processors and Motorola's 68-core processor are popular, 

because they have a long history and stability, And also, such micro-controllers as PIC and AVR have been used for 

small-scaleimbeded system. Topic in this course includes general specifications about the ATmega128 used for 

small-scale imbeded system and its practice aims for controlling each function.

● 무선공학(508572)

Wireless engineering

최근의 무선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체에서 많은 마이크로파 공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교과목에서는 정전계, 

정장계 및 시변전자계를 간단히 복습한 후에 평면파의 전파 및 반사등을 학습한다. 이후에는 전송선 이론, 스미스 도표, 산란행렬을 

포함하여 마이크로파 회로망에 대해서 학습하고 임피던스 매칭을 익힌다.

Many microwave engineers are required a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s. The review of the 

static electric field, static magnetic field, and time varying electromagnetic wave will be given. The course will provide the 

transmission line  theory, Smith chart, the scattering parameters, and impedance matching.

● 전공세미나(산학연계학)(508688)

Seminar

영어로 기술된 전자공학 분야에 대한 최신 동향 및 기술 자료를 토의 및 발표함으로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실무 능력을 키운다. 

또한 산업체를 방문하여 최근의 산업 동향을 익힌다.

Discussion and presentation using technical articles in English. Topics include carious areas of modern electronic 

engineering. Also this course will have a chance of visiting the electronic industry to see the recent trends.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전자공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응용을 위한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주제를 다룬다. 전자공학 분야의 최신동향을 이해하고 설계 및 

구현에 대한 구체적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킨다.

With the fundamental theories which students have learned, this subject deals with the practical and synthetic topics from 

the applications of electronic engineering. This course helps to understand the trend of electronic engineering, and 

additionally improves the concrete technique and knowledge about the engineer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전자공학분야의 창의적인 설계주제를 선정하고 설계된 내용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설계제안서의 작성과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의 설계 및 발표를 통한 설계 지식 공개 등 여러 가지 

이론과 전자 작품의 설계 및 제작능력을 복합적으로 습득한다.

Students select and design a creative design topic of electronic engineering as a team and make a prototype based ion the 

design.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writing of proposal, design of hardware, software or program coding, 

design knowhow, and various theory and ability of design, fabrication about electronic systems.

● 확률변수(509229)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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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론을 통해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확률적인 연산을 익힘으로써 궁극적으로 불규칙 신호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에 적용한다. 랜덤변수의 분포함수, 밀도함수, 기대 값, 모멘트와 상관도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또한 

랜덤변수를 시간의 함수로 확장한 랜덤과정의 개념도 배운다.

Random variables and concept of random process based on probability theory. Topics includ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expectation values, moments, and correlations.

● 디지털시스템설계이론및실습(509671)

Digital System Design Theory and Laboratory

고성능 주문형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법을 강의하며, 디지털 시스템과 하드웨어 기술 언어를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이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디지털 블록별 기능을 설계 및 검증하고, 훈련 키트를 이용하여 설계한 결과를 확인하며,  실질적인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해 회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Deals with methods of effective design for high performance application specific IC, digital system and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verification of design results by training kits about digital blocks function; experience of circuit design 

projects for improving desig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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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정보통신공학(Information & Communications Engineering Major)

수학, 기초과학 및 정보통신공학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공학기반의 지식 응용과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여 다양한 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통하여 팀의 구성원으로서 공학 실무를 수행하며,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겸비한 책임감 있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1985년 정원 52명의 통신공학과로 출발, 1985년 11월에는 전자통신공학과로 학과명을 개칭하고, 1988년부터는 70명으로 입학 

정원을 증원하였다. 1996년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와 더불어 전기․전자․전자통신공학군으로 통합되어 210명의 신입생을, 

1997년부터 전기․ 전자․전자통신 공학부로 개칭하여 2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1999년 전자통신공학 전공 야간학부가 

개설되었다. 2000학년부터 전공과정의 심화, 발전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공학과로 개칭하여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250명 

모집인원 중 정보통신공학 전공은 주간학부 70명, 야간학부 40명 총110명을 모집하게 되었다. 2002년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의 

신설로 전기․전자․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공학부로 개편되었다가 전문적인 전공의 세분화로 인하여 2003년부터 

전자․정보통신공학부로 개편되었다. 2006년부터는 대학 전체의 야간학부가 축소되고 학부제에서 학과 단위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우리 전공도 야간 학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주간 학부는 정보통신공학과로 분리되어 신입생을 모집한다. 2006학년도부터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정보통신부의 Next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 현재 32회 

걸쳐 약 1,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정보 통신 분야 연구소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부기관, 방송국 등으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 등 다방면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통신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마이크로파와 안테나, 정보 보호, 교환망, 인터넷, 광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전공한 8명의 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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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정보통신공학 (Information & Communications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전기자기학Ⅰ(503293)

Electromagnetics Ⅰ

전기 및 자기의 기본적인 여러 현상을 벡터 해석, 쿨롱의 법칙 및 전계의 세기, 전계의 에너지 및 전위, 유전체, 도체 및 정전 용량, 

사상 및 사상법, 포아송 및 라플라스 방정식, 정상자계, 자성체 및 인덕턴스, 맥스웰 방정식 등을 통하여 강의한다.

Introduces fundamentals o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and their phenomena describing vector analysis, Coulomb's law 

and electric field intensity, electric field energy and potential, dielectrics, conductor and capacitance, experimental mapping 

methods, Poisson and Laplace equations, the steady magnetic field, magnetic forces, materials, inductance and 

Maxwell's equations.

● 전기자기학Ⅱ(503294)

Electromagnetics Ⅱ

전기 및 자기의 기본적인 여러 현상을 벡터 해석, 쿨롱의 법칙 및 전계의 세기, 전계의 에너지 및 전위, 유전체, 도체 및 정전 용량, 

사상 및 사상법, 포아송 및 라플라스 방정식, 정상자계, 자성체 및 인덕턴스, 맥스웰 방정식 등을 통하여 강의한다.

Introduces fundamentals o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and their phenomena describing vector analysis, Coulomb's law 

and electric field intensity, electric field energy and potential, dielectrics, conductor and capacitance, experimental mapping 

methods, Poisson and Laplace equations, the steady magnetic field, magnetic forces, materials, inductance and 

Maxwell's equations.

● 회로이론(504667)

Circuit Theory

교류 전압, 전류, 전력, 정현파 및 기본 교류 회로, 페이저, 주파수 응답, 일반 선형 회로망의 제 정리, 유도 결합 회로, 4단자망, 

비정현파, 분포 정수 회로, 라플라스 변환 및 응용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Features AC voltage, AC current, power, sinusoidal wave and basic AC circuits, phasor, frequency response, general 

theorem of linear networks, inductively coupled circuits, two-port networks, non-sinusoidal waves, distributed elements 

circuits and Laplace transform and its applications.

● 디지털시스템(505799)

Digital Systems

순차회로의 기본인 플립플롭, 레지스터, 카운터 및 메모리에 대해 강의하며, 레지스터 전송회로를 이용한 디지털 연산 논리, 제어 

논리 및 제어장치의 하드웨어적 설계 등을 학습하여 디지털 시스템 실현 능력을 배양한다.

Learns the concept of sequential circuit, flip-flops, registers, counters, memories, digital logics for arithmetic operations 

using register transfer circuit, and hardware design of control logic. Improves the implement capabilities of digital systems.

◎ 전공심화

● 광통신공학(500545)

Optical Communication Engineering

광에 의한 통신의 이론적 측면, 광학, 광섬유의 전파 특성, 광원, 광 검출기 등의 특성과 광의 변조 및 복조원리, 광통신 시스템 등을 

강의하며 초고속 유선통신의 매개로서 광대역 시분할․파장분할 광통신 시스템을 다룬다. 기말 프로젝트는 성능, 가격 등 실제적 

요소를 고려하는 장거리 광통신 시스템 망의 설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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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junior/senior students with information concerning optical communication principles, fundamental optics, wave 

guiding characteristics of various optical fibers, light sources, photodetectors, optical amplifiers,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and the WDM, TDM systems for broadband, high speed optical communications. Term project includes a 

practical design of long-haul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link considering performance, costs, compatibility, and etc.

● 데이터통신공학(500894)

Data Communication Engineering

데이터 전송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정의를 바탕으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전송 기술, 근거리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비, 각종 프로토콜 등을 소개하며 데이터 통신의 하드웨어 및 컴퓨터 관련 응용분야를 다룬다.

Based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data transmission and definitions, introduces general concepts of data communications. 

Discusses transmission techniques, LAN, devices for data communications, various protocols as well as applications 

associated  with data communication hardware and computers.

● 디지털공학(501095)

Digital Engineering

디지털회로의 기초 이론인 2진수의 개념 및 부울대수의 성질과 논리회로의 간소화 방법 등을 배우며 플립플롭과 다양한 

조합논리회로의 구성 및 실용적인 디지털회로의 설계를 강의한다.

Provides the fundamentals of binary number system, Boolean algebra and logic gates, simplification of logic circuits, 

combinational logic circuit design techniques, Flip-flop circuits and the design of practical digital systems.

● 디지털통신시스템(501109)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디지털신호에 대한 통신기법을 중심으로 ASK, FSK, BPSK, QPSK 그리고 MSK와 같은 디지털변조방식, 변조파의 스펙트럼, 

동기방식, 확률적 개입을 도입한 코히런트 및 비코히런트 검파에서의 오율, 디지털통신 시스템에서의 설계기법을 다룬다.

Digital modulation schemes such as ASK, FSK, BPSK, QPSK, and MSK, spectrums of modulated signals, synchronization 

methods, bit error rate of coherent/noncoherent detection using probability concepts, design techniques in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 마이크로파공학(501160)

Microwave Engineering

전송 선로, 전자파의 전파, 도파관의 특성, 임피던스 변환과 정합, 마이크로파 공진기 및 여파기 등의 마이크로파 회로, 마이크로파 

반도체 및 능동 소자의 원리 및 응용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Transmission lines', propag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characteristics of wave guide, impedance transformation and 

matching. Microwave circuits, such as resonators and filters, microwave semiconductors and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active devices.

●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501165)

Microprocessor Applications

현대의 모든 기계나 전자 시스템은 사람의 제어 명령을 받아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에서 사람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해석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필요하다. 본 수업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및 C-프로그램 

명령 체계를 공부하고 실습을 통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의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및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기술을 

습득한다.

All the recent mechanical and electronic systems perform the instructions received from human beings. In order to interpret 

and perform the instructions requested, the systems need a u-processor. Topics in this course include u-processor 

structure, C-programing for instruction sets, imbedded system design and the interface circuit design between u-processor 

and I/O devices.

● 반도체소자(501404)

Semiconducto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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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물질을 바탕으로 소수 및 다수 캐리어에 대하여 양자 역학적인 개념을 도입 PN 접합, BJT, FET, MOSFET와 같은 반도체 

관련 소자의 동작 원리, 제작 기술에 대한 특성 이해와 개념을 갖도록 하며, 집적회로 설계 기초와 공정과정을 익힌다.

Introduces fundamentals of quantum physics, the structure of atoms, Pauli's exclusion principle, the formation of energy 

bands, doping and intrinsic, n-type and p-type semiconductors, p-n junction and its properties, application to diodes, 

operational principles of BJT, junction-FET, MESFET, MOSFET and the fabrication process of integrated circuits (ICs).

● 안테나공학(502436)

Antenna Engineering

전자파의 방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안테나에 관한 여러 정수의 고찰, 각종 안테나의 원리 및 제 특성, 배열 안테나의 특성, 

급전선의 종류와 특성, 안테나 측정법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General theory of the radi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consideration of various antenna parameters,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antennas, characteristics and kinds of feeding lines, measurement methods of antenna.

● 위성통신공학(502728)

Satelite Communication Engineering

개략적인 위성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로써 안테나, 송신기, 중계기 등의 동작 특성을 알아보고, 위성궤도별, 응용 목적별 특징, 

baseband 신호 및 변조 방식, space link와 관련된 각종 특성, 위성국과 위성국, 위성국과 지구국 사이의 간섭 및 FDMA, CDMA 

등을 포함한 위성 access 방식에 대해 강의한다. 위성통신 설계의 핵심인 down-link 설계과정을 통하여 위성통신 링크 설계 

개념을 체득한다.

Discusses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and their components such as antennas, transmitter, transponder, operational 

characteristics, baseband signal, modulation methods, various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rbits, applications, and 

space links, interference between satellite stations and satellite or earth stations and atellite access methods including 

FDMA and CDMA. By learning the down-link design procedure, students will get to realize a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link.

● 이동통신공학(502913)

Mobile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동 통신의 전파 전송, 페이딩 이론 및 페이딩 시뮬레이터 설계, 잡음과 간섭, 디지털 변복조의 원리, 이동 통신망 구성, 그리고 

다중 통신을 위한 TDMA, FDMA, 대역 확산 방식을 이용한 CDMA와 디지털 셀룰라 시스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강의한다.

Introduction to wave propagation, fading theory and simulator design, noise and interference, principles of digital modulation 

and demodulation, configuration of mobile radio networks, various kinds of multiple access methods such as TDMA, 

FDMA, CDMA and digital cellular systems.

● 인터넷통신망(502985)

Internet Internetworking

인터넷의 기본 개념 및 internetworking 구조를 소개하고, IP 주소방식, TCP/IP 프로토콜 및 일부 응용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를 

습득케 하며, 최신 프로토콜 개발 동향을 다룬다.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of internet and internetworking architecture, IP addressing method, TCP/IP protocol and 

operation principles of some application protocol, recent developments of protocol to support real time services.

● 전자계산기구조(503346)

Computer Architecture

메모리 소자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소자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흐름도를 이해하며 레지스터, 데이터 흐름, 마이크로 동작, 제어 함수 등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 프로세서의 물리적 구조를 습득하게 

한다.

Introduces microprocessors and memory devices by examining the flow chart of digital hardware and software, operational 

principles of register, data flow, micro-operation and contro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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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설계(504011)

Communication Network Design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을 기초로 설계되어진 통신망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 설계한다. 통신망의 최적 설계를 위한 중요 구성 

파라메타에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 구성 디바이스의 이중화, 삼중화 및 시스템의 신뢰성을 고려하기 위한 관련 프로토콜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Design and analyze communication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computer hardware configurations, Presents theories 

associated with important configuration parameters for optimum design of communication networks. Describes the theory of 

protocol in relation to the consider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and the duplexing and triplexing of 

configuration devices.

● 통신이론(504021)

Communication Theory

신호해석의 기본 이론 및 아날로그 신호의 전송과 수신을 위한 DSB, SSB, AM, FM, PM, PAM, PPM, PWM 등의 변조와 복조 

방식, PCM을 통한 디지털 신호 전송 방법과의 관계 등 통신 시스템의 원리와 특성을 강의한다.

Basic theory of signal analysis, analog modulation and demodulation techniques such as DSB, SSB, AM, FM, PM, PAM, 

PPM, PWM for analog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Digital data transmission methods using PCM,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systems.

● 회로및시스템(504664)

Circuit and Systems

시스템의 임펄스응답, 시스템함수의 주파수응답과 주파수영역에서의 분석, 아날로그 시스템의 수동과 능동적합성 그리고 

지연소자, 곱셈기, 덧셈기를 포함한 디지털시스템의 합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Circuits and systems include Impulse response of systems, analysis of frequency response of system functions in 

frequency domain, and passive and active synthesis of analog and digital systems with delay element, multiplier and 

adder.

● 인터넷보안(505517)

Internet Security

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방적인 인터넷 망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보안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이에는 HTTPS와 같은 응용계층 보안 프로토콜, TLS와 같은 전송계층 보안 프로토콜, IPSEC과 같은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및 와이파이 보안 프로토콜과 같은 데이터링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 등이 포함된다.

The importance of Internet Security has been increased. Introduces various security protocols used in the open Internet to 

protect data securely. Includes HTTPS, TLS, IPSEC, WiFi security protocols, which reside in the application, transport, 

network, data link layers, respectively.

● 전자회로실험(506133)

Electronic Circuit Experiments

각종 능동 소자의 특성, 증폭기 회로, 발진 회로, 동조 회로, 변복조 회로, 궤한 회로, A/D 및 D/A 변환기, 순차논리 회로, 레지스터 

회로, 디지털 시스템 등의 전자회로에 대한 특성과 해석 및 설계 결과를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An experimental lab and design course covering essential topics required for a communication engineer. Includes 

characteristics of various active devices, amplifier circuits, oscillators, tuning circuits, modulator/demodulator circuits, 

feedback circuits, A/D and D/A converters, sequential circuits, registers and various digital systems.

● 자바프로그래밍및실습(507602)

Java Programming & Practice

웹 개발 또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등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최근 정보통신 공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및 실제를 습득한다. 이를 위해 자바 언어, 또는 그에 동등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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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s and practices the concept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techniques which are widely used recently in the 

major IT fields such as web and Android applications development. To this end, it uses Java language or the equivalent 

one.

● 기초전자회로(508383)

Basic Electronics Circuits

다이오드 회로, 트랜지스터 증폭기 회로, FET 증폭기 회로 및 각종 증폭기의 접속 방법 및 해석, 기타 기초전자회로에 대한 특성과 

해석 및 설계 결과를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An experimental lab and design course covering essential topics required for a communication engineer. Diode circuit, Tr. 

amplifier, FET amplifier connection and analysis of various amplifier circuits  other basic electronic application circuits.

● 기초회로실험(508384)

Basic Circuit Laboratory

실험에 필요한 측정 기기의 원리 및 사용법을 익히며, 전기 회로 및 여러 가지 법칙과 각종 소자에 대한 특성, 그리고 기초적인 

디지털 논리회로의 구성과 성질 등을 실험을 통하여 익힌다.

Learning operational principles and handling, manipulating uses of various measuring instruments,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devices and circuits, laws and theorems and basic digital logic circuits.

● 컴퓨터시뮬레이션및실습(508710)

Computer Simulation and Laboratory

이 교과목에서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산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C++, MATLAB, SPNP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델링 방법을 배운다.

The course will introduce the basic concepts of computation through modeling and simulation that are widely used 

throughout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will learn a series of modeling methods using programming languages and 

simulation packages such as C++, MATLAB, and SPNP.

● 통신수학(508844)

Communication Mathematics

통신공학에서의 신호 및 선형 시스템, 정보신호의 변복조 그리고 통신채널에서의 문제를 수학적인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선형 

미분방정식,벡터의 시간적 변화,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 라플라스 분석,복소변수의 적분, 편미분 방정식, Bessel 함수 및 

유한장에 대하여 강의한다.

Features fundamental mathematics required for signal and linear system analysis, various modulation and demodulation 

methods and communication system modeling, such a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time varying vector analysis, Fourier 

series, Fourier transforms, Laplace transforms, integration of complex variable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Bessel 

functions and finite complex planes.

● 차세대통신망(산학연계학)(509440)

Next Generation Network(Field Study)

빠르게 변화하는 IT분야의 흐름을 접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집합체를 일컬어 차세대통신망 불리우며 전 세계 네트워크 표준화를 

유도하는 ITU-T SG13에서 최초로 불리어졌다. 융합통신망으로 불리우는 차세대통신망 교과목을 통해 IT영역과 모든 산업의 

통합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표준기술의 방향과 응용분야를 습득하고 져 한다.

The Next Generation Network concept takes into consideration new realities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characterized by factors. Such as the need to converge and optimise the operating networks and the extraordinary 

expansion of digital traffic. And also convergence is a key word in the NGN field. Built upon the Internet Protocol(IP), the 

convergence between networks and/or technologies.

● 디지털회로설계실습(509675)

Digital Circuit Desig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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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하드웨어 기술언어인 VHDL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과 적용 기법을 익히며 

설계도구와 실습장비를 사용하여 디지털회로를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및 VHDL의 응용력을 강화한다.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VHDL for digital system design, learns various applications 

and techniques. Implementing the digital circuit by design tool and experiment equipment, improves the ability of digital 

system design.

● 리눅스시스템및실습(509686)

Linux System and Laboratory

최근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본 강좌는 대부분의 최신 정보통신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 시스템의 개요 및 구조와 그 활용을 위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다룬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 communication systems has increased rapidly. This course deals with the recent 

representative operating software systems widely deployed in various IT devices. Studies the basic concepts, architecture 

and usage of Linux system programming.

●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509851)

Android Programming

최근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환경, 앱 프로그래밍 방법 및 그 활용을 

소개한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 구축 및 활용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앱 개발 방법론을 공부한다

Introduces Android programming concepts and techniques, which are widely used in developing apps for recent Android 

smart phones. Includes Android program development environment setup, its uses and app development techniques using 

Android framework.

● 알고리즘과문제해결및실습(509854)

Algorithm, Problem Solving, and Laboratory

학생들은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C++, Java, Python, MATLAB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실습한다.

The student must be able to design algorithm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rough computational thinking. To implement the 

algorithms, the student will exercise to write a program using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C++, Java, Python and 

MATLAB.

● C언어및실습(900463)

C Language & Exercise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적인 구문 및 문법 등 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래밍 작성 기법과 그 실제를 실습을 

통해 체득한다. 대표적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 또는 그에 준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Introduces basic phrases and syntaxes of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 and practices application programming 

techniques in the laboratory. Use a typical programming language such as C or the equivalent one t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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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Division of Digital Contents & Game Animation)

◎ 전공핵심

● 디지털게임창작(401476)

Digital Game Creation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2D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게임 개발에 관한 기본 

개념 및 기술을 소개한다.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게임 구조, 게임 객체와 애니메이션, 게임 물리, 게임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game development concepts and techniques using an easy-to-use 2D game engine 

for non-programmers. This course covers basic game structures, game objects and animations, game physics, and game 

artificial intelligence.

● 그래픽디자인(401478)

Graphic Design

영상디자인을 위한 기초그래픽디자인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념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디자인구성 방법, 그래픽 기법, 

미적표현 등을 실습위주로 배운다. 조형이론, 색체이론, 화면연출 등의 이론과 함께 기본적인 그래픽 툴의 사용법을 배우고 

경험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basic graphic design for moving picture design. Students learn method of design compositing, 

technique of graphic design and expression of aesthetics with practical exercise between idea and concrete imagery. 

Computer graphic software education and design theory include aesthetic theory, color theory and composition of picture 

are presented in this course.

● 디지털스토리텔링(401540)

Digital Storytelling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구성 원리를 습득하고, 

매체별, 장르별 다양한 스토리텔링 영역의 특징과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이해한다.

Understanding basics of digital contents and contents environment, this course is to learn  the fundamental knowledge and 

the principles of digital contents storytelling,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torytelling by media, genres and the 

storytelling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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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디지털콘텐츠학(Digital Contents Major)

디지털콘텐츠학전공은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 개발 이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감성적, 기술적 

능력을 함양하여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 교육목표

2006.03.01

디지털콘텐츠공학과 신설.

2014.04.16

게임영상공학전공과 디지털문화콘텐츠학전공으로 디지털영상공학부로 학부제 도입. 게임영상전공과 디지털문화콘텐츠학 

전공으로 디지털영상공학부 구성

2017. 03. 01

디지털영상공학부를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변경. 게임영상공학전공을 게임애니메이션공학전공으로 변경, 

디지털문화콘텐츠학을 디지털콘텐츠학전공으로 변경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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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디지털콘텐츠학 (Digital Contents Major)

◎ 전공핵심

● 스토리텔링사례분석(401483)

Storytelling Studies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쇼 등 매체별, 장르별 다양한 스토리텔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산업 현황 및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과정을 파악하고, 콘텐츠 스토리 창작 능력을 함양한다.

Analyzing the storytelling cases of movies, TV dramas, animations, documentaries and reality shows by media and 

genres,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storytelling industry and the structures and the process of storytelling, and to 

improve the contents story creation ability.

● 3D캐릭터개발및실습(401495)

3D Character Development

캐릭터의 제작에 필요한 기본 드로잉 기술과 3D 캐릭터 제작을 위한 모델링 및 맵핑 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character modelling and mapping skills for character development and to learn basic drawing skills 

for character design.

● 콘텐츠기획(401602)

Contents Development

최근 문화기술과 성공적인 콘텐츠 개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콘텐츠의 문화적, 산업적 지형을 이해하고 창의적 발상 과정을 

학습하며, 나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및 기획 능력과 문화적 안목을 함양한다.

Reviewing the recent culture technology and the successful contents creation cases,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industrial landscape of contents, to learn the creative ideation process, and to improve the competitive contents 

planning ability and the cultural perspectives.

◎ 전공심화

● 크리에이티브콘텐츠(100096)

Creative Content

본 강좌는 창조적 사고 및  창의적 콘텐츠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과 다양한 표현양식을 학습한다. 폭넓은 지식과 

감성, 표현 욕구를 디지털매체를 통해 응용하고, 표현함으로써 창작역량을 확장하는데 강좌의 목적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idea conception and various modes of expression for fostering creative thinking and 

contents development. The aim of the course is to expand creative skills by applying extensive knowledge, emotion and 

expressive desires to digital media and by representing them.

● 디지털영상편집및실습Ⅰ(401163)

Digital Image Editing Ⅰ

비선형 편집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편집의 이론 및 실무기술을 영상촬영에서 편집 그리고 출력까지 영상제작의 전 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overall process of visual contents production from shooting to editing by understanding theories 

and skills about nonlinear editing system.

● 영상스토리텔링(507647)

Visual Storytelling

영상 스토리텔링을 위한 방법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식과 구성법 등을 개발함으로써 콘텐츠를 구조화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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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visual storytelling methodology developing the appropriate storytelling skills and 

plotting method.

● 영상콘텐츠분석(507648)

Visual Contents Review

영상 콘텐츠의 표현 형태를 매체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콘텐츠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과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영상콘텐츠에 

대한 심화된 지식과 분별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the expression style of visual contents on the basis of media aesthetics and to provide 

the advanced information about the visual contents analysing the forms and values of the successful visual contents.

● 영상제작워크샵(507777)

Image Production Workshop

디지털카메라와 비선형 편집시스템(Nonlinear Editing System)을 활용하여 다양한 내용물의 영상을 제작한다. 특히 제작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Blu-ray 및 DVD타이틀 제작기법을 학습한다.

Students produce the diverse digital contents with digital camera and nonlinear editing system. Moreover, they experience 

the production of blu-ray and dvd title.

● 3D애니메이션Ⅰ(507778)

3D Animation Ⅰ

리깅, 조명, 키프레임 작업 등의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methodology and skills such as rigging, lighting and key framing which is necessary to 

create 3D animation.

● 3D애니메이션Ⅱ(507779)

3D Animation Ⅱ

애니메이션, 광고, 영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3D 특수효과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3D special effects for producing animations, advertisements and movies.

● 3D모델링(508400)

3D Modeling

다양한 3D 모델링 제작기법과 매핑기술을 위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the knowledge and skills to produce various 3D modelling and mapping.

● 디지털문화론(508435)

Digital Culture

콘텐츠 창작의 기반이 되는 사회문화체계 및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매체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to offer opportunities to learn cultural and social context to create powerful cultural contents. The students 

acquire fundamental knowledge of contemporary culture and digital media.

● 디지털영상편집및실습Ⅱ(508436)

Digital Image Editing Ⅱ

비선형 편집시스템(Nonlinear Editing System)의 특징과 고급기술 활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HD(High Definition)영상편집과 

색보정(Color Correction), 디지털영상의 파일변환, 2D 및 3D이펙트 등 고급 영상편집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higher skills of nonlinear editing system, HD editing, color correction, converting file format, 2D 

and 3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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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디자인기초및실습(508659)

Beginning of Moving Image Design

영상디자인의 기본 요소로 색채, 움직임, 구성 등의 이론을 배우고 이를 실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of color, movement and composition as components of moving image design and practice 

them.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창의적 아이디어, 디자인 감각, 콘텐츠 제작기술 등 수강생의 독자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show the creative idea, design taste and contents production skills 

and to develop their own contents design style.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과목으로, 수강생의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 창의적 

감각, 실무기술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create their own original contents using the knowledge and skills 

about concept, idea, story and computer graphics.

● 입체영상이론및실습(509028)

Stereo-scopic Image

입체영상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입체영상의 촬영 방법및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법 등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입체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The course presents the concepts and fundamentals of stereo-scopic image, moreover, provides the film technique and 

display technique of stereo-scopic image. This leads students to learn the technique of stereo-scopic image production  

through practice education.

● 디지털사운드(509259)

Digital Sound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음향, 음악의 성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운드를 개발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style of digital sound and to study the knowledge about the digital sound and 

computer-based music used in digital contents production and to foster the ability to create digital sound and apply it to 

contents production process.

● 시각효과(VFX)제작기법Ⅰ(509261)

Visual EffectsⅠ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라이브액션, 로토스코핑, 시각효과 등 다양한 영상표현을 위한 제작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실습을 

통해 사례별 표현방식을 이해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로 문제해결 능력 및 응용력을 키운다.

Students learn diverse methods of image production include Motion Graphics, Animation, Live Action, Rotoscoping and 

Visual Effects. Moreover, They understand the expression technique of digital contents on a case by case and develop 

problem solving skill and  practical ability with their own projects .

● 디지털합성기법(509262)

Digital Compositing

영상합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적 방법을 숙지하고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여 디지털 영상 제작에 있어서 표현 가능성을 

합성을 통해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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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roduces the technical metho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f digital compositing and expands the 

possibility of digital image expression.

● 시각효과(VFX)제작기법Ⅱ(509263)

Visual Effects Ⅱ

디지털 합성과 2D,3D 컴퓨터그래픽 프로세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시각효과 

제작기법1의 심화된 과정으로 사례별 분석과 문제해결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 표현기법을 익힌다.

Students study expression method of digital content images using combination process of digital compositing and 2D, 3D 

computer graphic

● 영상디자인심화(509264)

Advanced moving image design

2D 영상디자인 기법을 중심으로 2D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을 공모전과 연계하여 

학습성취도를 높이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combines 2d animation and motion graphics based on the 2d moving image design. The aim of course is the 

high quality development result and the high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by the individual project connected with 

contest exhibit.

● 콘텐츠산학워크숍Ⅰ(509474)

Contents WorkshopⅠ

본 강좌는 성공적인 커리어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개발 능력 및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매주 다른 

방법과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문화와 콘텐츠산업, 실무현장에 대한 경험과 다각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강좌의 목적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rengthen the ability for a successful career pioneering and to cultivate competence as a 

contents creator. For the fulfillment of this aim, the course deals with a new theme about diversified knowledge on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and working experience in the  contents profession every week.

● 콘텐츠산학워크숍Ⅱ(509475)

Contents WorkshopⅡ

본 강좌는 실질적인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진로 

분야와 관련된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데 강좌의 목적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the practical skills for the entire contents creation by performing the actual contents 

planning and production. The aim of the course is to produce the qualified portfolio for the related career field.

● 모션그래픽Ⅰ(509694)

Motion GraphicsⅠ

이미지, 문자, 사운드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기초 모션그래픽스 디자인 과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션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구현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basic motion graphic design skills based on image, text and sound. Students experience how 

creative idea turn into practical motion graphics.

● 모션그래픽Ⅱ(509695)

Motion GraphicsⅡ

모션 그래픽 디자인 심화과정으로 기획의도와 장르에 따라 표현 방법이 어떻게 확장, 발전하는지 학습하고 이를 위한 전문 모션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higher level of motion graphic design. Students learn the effective operation of professional software 

according to the concept of project and genre of motion graphics.

● 영상촬영기법(50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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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Practice

방송을 비롯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 및 사용법, 영상 촬영 기법, 영상의 입력 및 출력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digital camera operating and shooting skills and to practice image collection for the 

broadcasting, internet and mobile contents.

● 콘텐츠제작프로젝트Ⅰ(510016)

Contents Production ProjectⅠ

모션그래픽과 3D애니메이션 기법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심화하고 융합하여 영상콘텐츠 매체가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창작한다.

This course is to develop the skill and strategy of making high quality digital images based on technique of motion graphics 

and 3D animations.

● 콘텐츠제작프로젝트Ⅱ(510017)

Contents Production ProjectⅡ

기획, 스토리텔링, 디자인, 촬영 및 편집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워크숍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전반에 걸쳐 창의성과 

제작능력을 극대화한다.

This course is to cover the overall process of planning, storytelling, design, shooting and editing, and to maximize the 

creativity and contents production competence.

2017.02.21 15:18:595 / 5[Uca0402r]



교육목표 및 약사

게임애니메이션공학(Game Engineering Major)

게임애니메이션공학전공은 공학과 예술의 체계적인 접합 교육과정을 통해 각 분야의 이해를 도모하고 PC, 콘솔,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게임제작기법 및 기획 능력을 배양하여 게임산업 관련 분야의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 육성을 최종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2014. 04. 16 

 영상정보공학과와 게임공학과를 통합하여 게임영상공학전공 신설

 게임영상공학전공과 디지털문화콘텐츠학전공으로 디지털영상공학부 학부제 도입

 게임영상공학전공과 디지털문화콘텐츠학전공으로 디지털영상공학부 구성

2017. 03. 01

 디지털영상공학부를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로 변경. 게임영상공학전공을 게임애니메이션공학전공으로 변경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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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게임애니메이션공학 (Game Engineering Major)

◎ 전공핵심

● 게임학개론(401511)

Introduction to Game Development

컴퓨터 게임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다루게 될 내용은 컴퓨터 게임의 역사와 산업, 게임 장르와 플랫폼, 게임 개발 

기술 및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ield of computer game development including a study of the history and business of computer 

gaming, computer game categories and platforms, game development technologies, and overview of the game 

development process.

● 게임알고리즘이해(509471)

Introduction to Game Algorithm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 게임에서 자료를 표현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리고 재귀호출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고 쓰기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설계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This course introduces representing and manipulating methods for data within a computer games. Topics include lists, 

stacks, queues, trees, and recursions. Students will learn the problem solving skills to write and read complex computer 

programs, and to make important design decisions.

● 게임프로그래밍기초및실습(509472)

Basic Game Programming and Practice

C언어를 이용한 게임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룬다. 주요 내용은 변수, 배열, 기본 입출력, 제어 구조 및 사용자 정의 자료형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basics of game programming in the C language. The topics include variables, arrays, basic I/O, 

control structures, and user defined data types.

◎ 전공심화

● 게임스토리텔링(400725)

Game Storytelling

창의적인 게임 아이디어를 실 게임 제작 전 단계에서 개념적으로 객체, 행동, 관계 등을 정의하고, 상태 다이어그램, 범용 모델링 및 

스크립트 언어 등을 활용하여 구조적 상세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many structural methods for describing various game objects, behaviors and relationship before a 

practical implementation step. The structural methods are as like state diagram, unified modeling language and simple 

script-like description languages.

● 객체지향게임프로그래밍및실습(401481)

Object-Oriented Game Programming and Practice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근본적인 개념들인 클래스, 멤버변수, 멤버함수, 데이터 추상화, 인캡슐레이션, 상속성, 동적바인딩 등을 

상세히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s about object-oriented programming such as class, member variables, 

member functions, data abstraction, encapsulation, inheritance, and dynamic binding.

● 모바일게임프로그래밍(50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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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Game Programming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게임 개발을 위한 지식을 소개한다.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개발환경, 응용 프로그램 설계 가이드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게임 개발 컨셉 등을 다룬다. 또한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심화된 주제를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 with the introduction of game development on mobile platforms. The topics cover 

development environments, application design guidelines, user-interface guidelines, and game development concepts.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게임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의 종합 설계 개념을 이해하고, 학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종합 설계 과정을 

활용하여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졸업반 수준의 팀 개발 프로젝트 교과목이다. 본 교과목 단계에는 게임 개발의 기획, 설계 및 

리소스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The game capstone design project course is a senior-level team project development course that requires overall train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capstone concept of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in game 

development. This course includes the level of planning, design and resource implementation of various game genres.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게임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의 종합 설계 개념을 이해하고, 학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종합 설계 과정을 

활용하여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졸업반 수준의 팀 개발 프로젝트 교과목이다. 본 교과목 단계에는 게임 개발의 프로그램 구체적 

구현, 테스트 검증 및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The advanced capstone design project course is a senior-level team project development course that requires overall 

train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the capstone concept of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in game 

development. This course includes the level of detailed implementation, test verification and final release of various game 

genres.

● 2D게임엔진및실습(509240)

2D Game Engine and Practice

이 교과목은 2D 게임 엔진에 대한 소개와 실습을 다룬다. 강의 내용은 개발환경,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액션, 사운드, 충돌 처리, 

파티클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2D 게임을 위한 게임 개발 컨셉 및 다양한 게임 알고리즘도 소개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2D game engine and its practice. The topics cover development environments, 

sprites, animations, actions, sounds, collision detection, and particle systems. Also this course covers game development 

concepts and various game algorithms for 2D games.

● 게임플랫폼운영체제(509248)

Operating Systems for Game Platforms

게임 플랫폼을 위한 다양한 운영체제의 기본 작동 원리와 개발환경을 소개한다. 본 교과목은 윈도우즈,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This course presents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development environments of various operating systems for game 

platforms. It covers areas of Windows, Linux, iOS, and Andoird.

● 3D게임엔진및실습(509252)

3D Game Engine and Practice

이 교과목은 3D 게임 엔진에 대한 소개와 실습을 다룬다. 강의 내용은 개발환경, 3D 객체, 애니메이션, 액션, 사운드, 충돌 처리, 

카메라 제어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3D 게임을 위한 게임 개발 컨셉 및 다양한 게임 알고리즘도 소개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3D game engine and its practice. The topics cover development environments, 

3D objects, animations, actions, sounds, collision detection, and camera controls. Also this course covers game 

development concepts and various game algorithms for 3D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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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미디어응용기술(509254)

Applications and Techniques for Game

게임 제작에 활용되는 다양한 최신 기술과 그 원리를 소개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체영상,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게임 모습을 제시하고, 구현 기술을 고찰해 본다.

This course introduce various new technologies and their principles for game productions. Topics include user interfaces, 

stereoscopic images,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This course considers form and implementation techniques of 

future games.

● 2D게임그래픽및실습(509451)

2D Game Graphics Theory and Practice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개념과 기초 그래픽 작업 과정을 익히고 컴퓨터 게임분야에서 컴퓨터 2D 그래픽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살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and process of 2D graphics generation. Moreover, the course covers how 2D 

graphics are used in developing computer games.

● 3D게임고급모델링기법(509452)

Advance 3D Game Modeling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캐릭터 판토마임 및 그룹 애니메이션을 공부한다. 또한, 3D 애니메이션 중 

특수효과에 대해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 wit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3D animation theory. And also we will cover the 

character pantomime and group animation. Also,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 with special effects for 3D animation.

● 3D게임그래픽스프로그래밍(509453)

3D Game Graphics Programming

3D 그래픽 프로그래밍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저수준 그래픽스 API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3D 게임 구성요소의 이해를 통해 

게임제작의 개념과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overall low-level 3D graphics programming API. Students may well understand the overview of 3D 

graphics and 3D API programming for computer games.

● 3D게임배경모델링(509454)

3D Game Background Modeling

게임속의 배경을 드로잉으로 표현하여 디자인하고, 이를 위해 배경 디자인의 다양한 원리들을 학습한다.

This class introduces basic background design principals. Students will learn how to express imaginary background in the 

games.

● 3D게임캐릭터모델링(509455)

3D Game Character Modeling

상상하는 캐릭터를 드로잉으로 표현하여 디자인하며, 이를 위해 캐릭터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인체해부학과 드로잉을 학습한다.

This class introduces basic human anatomy and drawing techniques. Students will learn how to express imaginary 

characters.

● 3D게임특수효과모델링(509456)

3D Game Visual Effects Modeling

게임속의 다양한 특수효과의 예와 수행 원리를 살펴보고, 특수효과 관련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학습한다.

This class introduces examples and operational principles of various visual effects in games. Students will learn how to 

express the visual effects with related modeling tools.

● 게임UI/UX프로그래밍(50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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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UI/UX Programming

이 과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 운영체제 기반 응용프로그램의 기본 개념과 구현 방법을 소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Visual C++와 Win 32 API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esents the basic concepts and implementation techniques of writing applications on Microsoft Windows 

platforms. Microsoft Visual C++ and Win 32 API will be used as the tools to implement the applications.

● 게임네트워크이론(509458)

Introduction to Game Networks

게임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의 기초를 다룬다. 더불어, 데이터 통신 기술, 패킷-스위칭 네트워크, 인터네트워킹,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s of game networks and data communications. Topics include data communication 

technologies, packet-switching networks, internetworking, the Internet, and network-based applications.

● 게임네트워크프로그래밍및실습(509459)

Game Network Programming and Practice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의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통신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인터넷 통신에서 사용되는 각종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를 구현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따른 연관 계층 구조 구현도 병행한다.

This course presents the network programming techniques based on basic computer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s. 

Various Networking protocols and IP layers are implemented with development schemes of an application architecture.

● 게임서버개론(509460)

Introduction to Game Server

게임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다룬다. 배우게 될 내용은 마스터/슬레이브 서버, 상태 직렬화, RPC, 개체 보간 

및 예측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techniques of development and operation for game servers. The topics include 

master/slave servers, state serialization, using RPCs, and entity interpolation/prediction.

● 게임스크립트프로그래밍기법(509461)

Game Scripts Programming Techniques

웹 또는 모바일 상의 게임 제작을 위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한다. HTML5 API, 멀티터치 이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Ajax, 브라우저 객체 모델, 사용자 정의 객체 및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cript programming skills to devleop web and mobile games. The topics include terrain sculpting, 

camera manipulation, particle systems, navigation mesh, physics engin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게임인공지능프로그래밍(509464)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ing for Games

이 교과목의 목적은 게임 인공지능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구현 방법을 습득하는데 있다. 주요 내용은 유한 상태 기계(FSM), 조종 

행동, 무리 행동, 항해 그래프, A*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 solid and practical foundation to gam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include a finite state machine(FSM), steering behaviors, flocking, navigation graph and A* algorithm.

● 고급게임엔진응용(509465)

Advanced Game Engine Practice

사용 가능한 2D/3D 게임 엔진을 기반한 게임 개발에서의 심화된 주제를 다룬다. 주요 내용은 지형 제작, 카메라 조작, 파티클 

시스템, 항해 그래프, 물리 엔진, 인공 지능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advanced topics in available 2D/3D game engine application development. The topics include 

terrain sculpting, camera manipulation, particle systems, navigation mesh, physics engin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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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게임컴퓨터그래픽스이론(509466)

Advanced 3D Computer Graphics Theory

보다 흥미 있는 게임 개발에 필요한 고급 렌더링 및 모델링 기술, 심화된 게임 물리 및 수학 지식, 다양한 게임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을 소개한다.

This course covers advanced rendering and modeling techniques, advanced game mathematics and physics background, 

gamed-related user interface techniques, for developing more interesting computer games.

● 인터렉티브스토리텔링(509468)

Interactive Storytelling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위한 서사(storytelling)를 분석 및 작성해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This course will comprise analyzing, writing, and discussion about storytelling in a computer game.

● 캡스톤디자인Ⅲ(509469)

Capstone DesignⅢ

현재까지 출시한 다양한 게임 응용 프로그램들을 분석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및 모델링 테크닉을 살펴본다. 졸업반 수준의 

팀 개발 프로젝트 교과목이며, 완성된 게임 상용 출시를 목적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analyze and practice various state of the art game programming and modeling techniques. In 

this course, each project teams will produce a commercial-level game.

● 3D게임그래픽및실습(509470)

3D Game Graphics Theory and Practice

본 강의는 3D Studio MAX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인터페이스의 설명과 매뉴얼 그리고 용어해설, 예제, 과제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3D 모델링의 텍스춰 매핑, 3D 캐릭터 제작에 대해 공부한다.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3D Studio MAX, this course introduces the user-interface, basic terms, and functions 

through examples and practices. This course introduces texture mapping techniques for 3D object models and 3D 

character design skills.

● 게임엔진입문(509566)

Introduction to the Game Engine

게임개발을 위한 게임엔진의 기본 원리를 소개한다. 다루게 될 내용은 유니티 게임엔진의 구조, C# 스크립팅의 기초, 게임 예제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undamentals of the game engine for developing games. Topics include the structure of the 

Unity game engine, basics of C# scripting, and sample gam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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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영화학과(Film Studies)

영화학과는 영화의 미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과 영화적 메커니즘의 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다양한 영상매체의 요구를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력을 겸비한 영화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과에서는 영상제작을 위한 실무적 경험과 지식, 영화 담론의 전개와 관련된 지적 경향들, 

영상산업구조 및 영화정책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들을 교육한다.

■ 교육목표

동의대학교 영화학과는 신세기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은 영화영상산업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영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되었다. 국내 영화영상산업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 위치한 동의대학교는 영화학과 신설에 앞서 

'영상정보대학원' 내에 설립된 '영화영상학과', '영화영상/멀티미디어 공학부', '영상미디어센터', 부산 MBC와 공동 운영하는 

'방송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영화영상분야 교육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우리 학과는 대학교육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발과 실무적인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영화영상분야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 영상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인 영화영상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졸업생들은 영화,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영상매체에서 

감독, 촬영, 배우, 조명, 편집 등의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학자, 비평가, 영화전문기자 등 학계와 언론계로 진출할 수도 있다. 

또한 부산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스태프로 활동할 수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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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영화학과 (Film Studies)

◎ 전공핵심

● 시나리오워크샵(509497)

Basic Screen-writing

국내․외 우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적 탐구를 통해 시나리오의 구성원리와 서사구조를 이해하고 시나리오 창작을 위한 기본 작법을 

익힌다.

This course covers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between scenario and film production through the analytic research 

of classical scenario and movies. Student learn how to write the screenplays and complete a short film script for 

themselves.

● 영화제작실습기초Ⅰ(509498)

Basic Film Production Ⅰ

영화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서 간단한 영화를 만든다.

Basic Film Production class is designed for understanding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During this class, 

students will make the short film.

● 영화제작실습기초Ⅱ(509499)

Basic Film Production Ⅱ

영화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서 간단한 영화를 만든다.

Basic Film Production class is designed for understanding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During this class, 

students will make the short film.

● 중급영화제작실습Ⅰ(509500)

Film Production Workshop Ⅰ

HD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물 제작과정으로, 기획, 시놉시스, 촬영, 편집 등 한 편의 영상물이 만들어지는 실제 과정을 익힌다.

Students learn and practice the process of film-making from the pre-production including screenplays to the post 

production including editing.

● 중급영화제작실습Ⅱ(509501)

Film Production Workshop Ⅱ

HD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물 제작과정으로, 기획, 시놉시스, 촬영, 편집 등 한 편의 영상물이 만들어지는 실제 과정을 익힌다.

Students learn and practice the process of film-making from the pre-production including screenplays to the post 

production including editing.

● 영화의이해(900112)

Understanding of Film

시나리오, 촬영, 조명, 편집, 사운드, 연기, 연출 등 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영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basic elements of cinema : screenplay, cinematography, sound, 

editing, acting and directing etc.

◎ 전공심화

● 헐리우드영화미학(5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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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wood Movies

그리피스, 채플린, 존 포드, 하워드 혹스, 오손 웰즈 등 헐리우드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감독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 

영화의 미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 체계의 산업적 특징을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american cinema. The course deals with the works of great 

american film makers and studio system of Hollywood, including Orson Wells, Alfred Hitchcock, Charley Chaplin, etc.

● 소비에트영화미학(506453)

Soviet Cinema

소련에서 영화는 다른 예술장르들에 비해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에이젠슈타인, 지가 베르토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등 

대표적 감독들의 영화 이론과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련 영화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In USSR, the film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art.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qualities of 

soviet cinema through the works of Eisenstein, Vertov, Tarkovski, etc.

● 포스트프로덕션워크샵(507302)

Post-production Workshop

영화 촬영 이후의 후반작업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사운드, 편집, 특수효과 등을 익히고 영화 예고편 및 기타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whole process of the post production. Students will learn the concept and the skills of editing, 

sound design, and VFX.

● 촬영조명실기(508431)

Cinematography

촬영의 기초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촬영과 조명기법을 습득한다.

Students learn the variety skill of the cinematography and lighting.

● 감독연구(508530)

Study on Film Director

세계영화계의 흐름에서 각 시대별로 두각을 나타냈던 감독들의 연출스타일을 현재의 시네아스트들과 비교, 분석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연출기법들을 심화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study the outstanding film-makers' works and styles in the world.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일반적인 상업영화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편의 영화를 기획한다.

Students experience the pre-production of their thesis projects through learning the concepts of independent films and other 

low budget films.

● 고급영화제작실습Ⅰ(509476)

Advanced Film Production Ⅰ

한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영화제작의 전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구상을 영상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lize cinematographic ideas in the concrete audiovisual images and 

experience the overall film production as a whole.

● 고급영화제작실습Ⅱ(509477)

Advanced Film Productio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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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영화제작의 전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구상을 영상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lize cinematographic ideas in the concrete audiovisual images and 

experience the overall film production as a whole.

● 고급편집실기(509478)

Advanced Editing

영화 예술을 완성하는 편집의 미학적 기능을 이해하고, 컷(cut) 별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 완성도 있는 영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analysis the aesthetics of film images focusing on the variety skill of the editing by cut.

● 다큐멘터리제작실습Ⅰ(509480)

Documentary Film ProductionⅠ

영화 카메라의 기록매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논픽션 작품을 직접 기획/제작하는 과정으로 현실의 반영과 환기라는 측면에서 영화 

이미지를 고찰한다.

Students will produce the nonfiction and documentary film.

● 다큐멘터리제작실습Ⅱ(509481)

Documentary Film ProductionⅡ

영화 카메라의 기록매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다큐멘터리 영화와 논픽션 작품에 대한 심화된 기획/제작 과정이다.

Students will learn advanced knowledge about documentary film.

● 동아시아영화연구(509482)

Asian Cinema Study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범아시아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현재 아시아권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살펴본다.

It is s study on cinema made in the pan-Asia including China, Japan, Taipei, Thailand etc. This class also covers the 

Koreans Cinema in the currents of asian cinema.

● 드라마투르기(509483)

Dramaturgy

희곡을 구성하는 주제, 플롯, 캐릭터 창조, 문체와 양식, 시대적 배경 등을 분석하고 극작 및 연기, 연출에 적용하는 법을 익힌다.

This class is to study dramatic composi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main elements of drama on the stage. Students 

broadly learn to shape a story into a form that may be acted.

● 스크린액팅(509484)

Screen-acting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학습하고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여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연기 양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훈련한다. 한국과 외국의 영화자료를 활용하여 영어 연기 실습을 포함하고, 카메라를 사용해 연기 

장면을 녹화, 편집해 비평하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통해 연기 실습을 강화하도록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explore the nature of acting for the camera and train themselves to stay comfortable in front of 

the camera. It focuses on understanding every technical and aesthetic aspects of screen acting by analyzing 

performances on the tape. Student actors experience professional training in the camera set up and perform in the real set 

both at the studio and at the location.

● 실험영화와뉴미디어(509485)

Experimental Film and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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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인 영화문법을 거부한 전위적이며 전복적인 시네아티스트들의 작품에 대한 고찰과 영화와 뉴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화의 존재론과 새로운 영화미학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experimental films and the cinematic possibilities in the new media context. And it is designed for 

the study on the outstanding works of experimental films and the new paradigm of cinema.

● 영상편집실기(509489)

Editing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편집을 익힌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편집장비(tools)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문법을 

익혀서 영화를 편집할 수 있게 된다.

Students learn the concept and the skills of editing with Final Cut Pro, Premiere and Avid tools.

● 영화사연구(509490)

Film History

영화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흐름들의 영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영화관을 확립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history of world cinema. During this course students will get the vision of what the cinema is on 

theirs own.

● 영화스타일분석및실습(509491)

Film Style Analysis

다양한 영화들을 각 쇼트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운다. 또한 이를 직접적인 영화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Students will analysis lots of various film  shot-by-shot. During this, students will learn to analyze the style of the film.

● 한국영화(509495)

Korean Cinema

통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영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다양한 흐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영화의 위상을 검토하고 한국영화의 

미학적 특징들을 살펴본다.

Students learn the history and the currents of Korean Cinema, and research the properties of the aesthetics of Korean 

Cinema.

● 고급촬영실기(509496)

Advanced Cinematography

촬영의 기초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촬영과 조명의 미학을 분석하고 실습한다.

Students analysis the aesthetics of film images focusing on the variety skill of the cinematography and lighting.

● 영화미학입문(509874)

Introduction to FIlm Aesthetics

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식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개별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요소들의 특징, 기능, 구성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익힌다.

This class researches the basic of the film structure. Students will learn the characteristics, func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film styles.

● 영화분석및비평(509875)

Film Analysis and Criticism

이 강좌의 목표는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화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비평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영화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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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of film structure by analysing works of great film makers. 

Students will also intensify knowledges of cinema by comparing divers criticisms.

● 영화제작기획(509876)

Film project Producing

저예산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영화로 완성하기 위한 투자 제안서와 마케팅 계획서를 작성한다.

Students experience the pre-production of feature film projects through learning how to plan the budget, financing and 

marketing.

● 인터랙티브시네마Ⅰ(509924)

Interactive Cinema Ⅰ

창작자와 수용자, 영화 텍스트와 수용자,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화 창착과 수용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는 ‘인터랙티브 시네마’에 관한 기본개념, 발전양상, 창작원리 및 인터랙티브 시네마 제작을 위한 기본 과정과 

인터랙티브 시네마 전용 저작도구를 이해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general overview of the basic concepts, developments, creating 

principles, production process and the dedicated authoring tools of the newly emerging ‘Interactive Cinema’ that creates a 

new mechanism of the cinematic creation and acceptance through the active interactivity between the creator and the 

spectator, the film and the audience, the human and the computer system.

● 인터랙티브시네마Ⅱ(509925)

Interactive Cinema Ⅱ

새로운 영화 양식으로서의 ‘인터랙티브 시네마’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표적 인터랙티브 시네마 작품을 분석하고, 

인터랙티브 시네마 전용 저작도구의 고급 활용 및 완성도 있는 인터랙티브 시네마 제작을 위한 방법론에 관해 연구한다.

Based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ve Cinema’ as a new cinematic mode, students analyze representative 

interactive films, and they research on the methodology for the production of creative interactive cinema works as well as 

the advanced utilization of interactive cinema authoring tools.

● 장편시나리오개발(509946)

Advanced Screen-writing for Features

드라마 구조와 장편 시나리오 창작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기본으로, 모범적인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60분 

이상의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를 창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review the mechanism of storytelling, learn how to develop the story for feature films and finally 

complete a screenplay of a feature film.

● 촬영조명심화(510007)

Advanced Cinematography and Lighting

이 강좌의 목적은 촬영 및 조명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해 연출자 및 시나리오 작가의 미학적 의도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workshop is to intensify students capability of visual expression through a practical training of 

cinematography and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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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예술디자인체육대학(College of Art, Design And Sport Science)

예술디자인체육대학은 진리, 정의, 창의의 교시에 부합하는 21세기형 참다운 예술, 디자인 및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외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음악, 미술의 순수예술분야와 디자인분야 및 스포츠과학 분야를 육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예술, 

디자인 및 스포츠의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여 통찰력을 기르고, 국내·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며, 심층적인 

실기지도자교육으로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문체계의 현실성, 전문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전공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과운영과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을 지향한다.

■ 교육목표

예술디자인체육대학은 1981년 신설된 음악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로 출발하였다. 음악학과와 미술학과는 예술학부로 불리다가 

1984년 종합대학 승격으로 인문대학에 소속되었다. 또 체육학과는 이학부에 편성 되었다가 같은 해 자연과학대학으로 재편되었고, 

1988년에 인문대학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신설되었다. 1997년 음악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과 등 4개 학과를 

예술대학으로 신설·개편하였고, 1999년 예체능대학으로 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0년에 컴퓨터음악전공(현, 

실용음악전공)이 신설되었고, 2001년에 레저스포츠학 전공이 신설되면서 체육학과에서 체육학부로 변경되었다. 2002년에 

체육학부에서 체육·레포츠학부로 학부 명칭이 변경되어 체육학전공과 레저스포츠전공으로 학부제로 운영되었으며, 2006년에는 

학부제가 폐지되고 태권도학과가 신설되면서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로 분리되었고, 2007년에는 특수체육학과가 

신설되었다. 2009년에 예체능대학이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과학대학으로 분리 독립되었으며, 2012년에는 체육과학대학의 

특수체육학과가 운동처방재활학과로 명칭변경 되었다. 2014년에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과학대학이 예술·체육대학으로 

통합되었으며, 2015년에 운동처방재활학과와 체육학과가 통합하여 체육학과가 되었다. 2017년에 레저스포츠학과와 태권도학과가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로 통합되었고, 산업디자인학과와 미술학과가 디자인조형학과로 통합되었으며, 패션디자인학과가 

자연·생활과학대학에서 예술·체육대학으로 편입되면서 단과대학 명칭이 예술·체육대학에서 예술디자인체육대학으로 변경되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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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음악학과(Department of Music)

음악학과는 체계적 이론을 바탕으로 철저한 개인 실기교육을 통해 음악예술성을 개발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예술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사회의 창조적 음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실용음악･뮤지컬의 

세부전공별 특성에 맞는 실기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목표

음악학과는 1981년 신입생 52명을 정원으로 출발하여, 1988년부터 정원 60명으로 증원되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1997년에는 

인문대학 음악학과에서 예체능 대학 음악학과로 개편되었으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개설 명실 공히 21세기에 걸맞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컴퓨터음악(현, 실용음악)전공의 신설하였고,  2009년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로 개편, 2014년에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과학대학이 예술·체육대학으로 통합, 2017년 예술·체육·디자인대학으로 개편되어 현재 55명의 신입생을 모집 

하고 있다. 음악학과의 주요 연주행사로는 1984년부터 시작된 학과 정기연주회가 해마다 한차례씩 이루어져 현재 33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세부 전공별 연주(성악앙상블, 피아노앙상블, 현악앙상블, 관악앙상블, 실용음악(작곡, 연주)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의 많은 

연주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주로 인하여 2003년 대구 오페라 하우스 개관 세계 합창제에 한국 대학 대표로 초청 

받는 영예도 얻었으며, 2002년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의 개관으로 클래식 음악 연주를 위한 전문 연주홀을 구비하였다. 그밖에 

1993년 중국 심양 음악원 권길호 교수의<중국 현대 음악의 이해>를 필두로 졸탄제니 헝가리 교수 초청 세미나(1994), 말레이시아 

ITM대학 교류 음악회(1996), 미국 예술 사절(A.Christensen, L.Bergman) 초청 연주회와 러시아 노브시브크스크 국립음악원 교수 

초청 세미나(1997), 비인국립음대 게하르트 커리교수, 발터무어교수 초청 마스터 클래스(2003), Patricia O'Neill's 초청 알렉산더 

테크닉 공개 세미나(2004), 아담코스테키 초청 세미나, 조영창 초청 마스터 클래스, 이자벨 베르네초청 연주 및 세미나(2005), 

백희영 초청 마스터 클래스, 김동욱 초청 오케스트라 엑셉트 세미나, 게아르트카리 초청 마스터 클래스(2006) 등의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2005년 러시아 글린카(노보시브르스크)대학과 학술 교류를 통해 학생전공에 대한 지식과 의욕을 고취 시키고 

있다. 2006년 대학종합평가 음악학부분에서 최우수의 영광을 안았으며, 2007년도에는 개교30주년 기념오페라(잔니스키키), 

2009년도 미국 Ottawa대학 Stéphane Lemelin 교수 Piano 마스터클래스, 2013년도 미국 롱비치 대학 오케스트라 교류 음악회 

등으로 부산지역에서의 대표적 음악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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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 전공핵심

● 실용합주Ⅰ(300206)

Band Rehearsal Ⅰ

실제 연주를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량을 기른다.

Promote the technique to be in stage.

● 실용합주Ⅱ(300207)

Band Rehearsal Ⅱ

실제 연주를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량을 기른다.

Promote the technique to be in stage.

● 합주(합창)Ⅰ(300252)

Orchestra(Choral Singing)Ⅰ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합주(합창)Ⅱ(300253)

Orchestra(Choral Singing)Ⅱ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전공실기Ⅰ(400414)

Major LessonⅠ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 전공실기Ⅱ(400419)

Major Lesson Ⅱ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2017.02.21 15:18:591 / 17[Uca0402r]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 시창과청음Ⅰ(401560)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I

음악에 사용되는 각종 악보의 선율을 정확한 음정과 리듬으로 독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악보를 접함에 있어서 대담하고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선율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청음의 기본 개념과 아울러 화성진행에 어우러진 코드의 수평적인 

울림까지 정확하게 악보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음악을 듣고 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음감을 

터득한다.

This is for cultivating the ability to read the melody of all kinds of musical notes in correct interval and rhythm when meeting 

with the musical scores. A course for fostering ability in listening and writing harmony as well as melody.

● 시창과청음Ⅱ(401561)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II

음악에 사용되는 각종 악보의 선율을 정확한 음정과 리듬으로 독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악보를 접함에 있어서 대담하고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선율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청음의 기본 개념과 아울러 화성진행에 어우러진 코드의 수평적인 

울림까지 정확하게 악보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음악을 듣고 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음감을 

터득한다.

This is for cultivating the ability to read the melody of all kinds of musical notes in correct interval and rhythm when meeting 

with the musical scores. A course for fostering ability in listening and writing harmony as well as melody.

● 음악개론Ⅰ(401576)

Fundamentals of Music I

서양음악의 해석과 분석을 위한 기초 이론을 실습과 과제를 통하여 터득한다.

Through exercises and assignments,  this course aims to provide fundamental music theories for the primary purpose of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the Western music.

● 음악개론Ⅱ(401577)

Fundamentals of Music II

서양음악의 해석과 분석을 위한 기초 이론을 실습과 과제를 통하여 터득한다.

Through exercises and assignments,  this course aims to provide fundamental music theories for the primary purpose of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the Western music.

● 컴퓨터음악입문Ⅰ(401599)

Basic Computer Music I

1. 컴퓨터 음악의 기초인 미디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한 작곡과 편곡을 실습 한다.

2. 신디사이저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의 응용을 배운다.

3. 음향효과를 비롯한 사운드 디자인 하는 법을 배운다.

1. Midi program, the basic of computer music and practise composition and arranging using it.

2. Studying the principle and applying of synthesizer.

3. Studying how to design sound effect using protools.

● 컴퓨터음악입문Ⅱ(401600)

Basic Computer Music II

1. 컴퓨터 음악의 기초인 미디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한 작곡과 편곡을 실습 한다.

2. 신디사이저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의 응용을 배운다.

3. 음향효과를 비롯한 사운드 디자인 하는 법을 배운다.

2017.02.21 15:18:592 / 17[Uca0402r]



1. Midi program, the basic of computer music and practise composition and arranging using it.

2. Studying the principle and applying of synthesizer.

3. Studying how to design sound effect using protools.

● 연주실습Ⅰ(502521)

Weekly RecitalⅠ

개인의 전공에 따른 무대에서의 연주를 통해 연주 기량과 연주 예술을 익힌다.

Based on a weekly recital, this course furthers performing competency and basic performing manners on the stage.

● 연주실습Ⅱ(502522)

Weekly RecitalⅡ

개인의 전공에 따른 무대에서의 연주를 통해 연주 기량과 연주 예술을 익힌다.

Based on a weekly recital, this course furthers performing competency and basic performing manners on the stage.

● Jazz화성법Ⅰ(505373)

Jazz HarmonyⅠ

클래식 화성과는 차별되는 이론으로서 그 내용에는 코드, 텐션, 전조, 선법이론 등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요, 팝, 

뮤지컬, 영화음악 등 현대 대중음악을 작곡, 편곡 및 연주함에 있어서 반드시 습득해야 될 화성 이론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련 교과학습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Jazz harmony is different theory from classic harmony, It contain code, progress, transition, mode theory etc. It is essential 

harmony theory to compose, arrange, and play modern songs - pop-song, musical, movie music. Jazz harmon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ing other subjects.

● Jazz화성법Ⅱ(505374)

Jazz HarmonyⅡ

클래식 화성과는 차별되는 이론으로서 그 내용에는 코드, 텐션, 전조, 선법이론 등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요, 팝, 

뮤지컬, 영화음악 등 현대 대중음악을 작곡, 편곡 및 연주함에 있어서 반드시 습득해야 될 화성 이론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련 교과학습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Jazz harmony is different theory from classic harmony, It contain code, progress, transition, mode theory etc. It is essential 

harmony theory to compose, arrange, and play modern songs - pop-song, musical, movie music. Jazz harmon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ing other subjects.

● 실용합주Ⅲ(507657)

Band Rehearsal Ⅲ

실제 연주를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량을 기른다.

Promote the technique to be in stage.

● 실용합주Ⅳ(507658)

Band Rehearsal Ⅳ

실제 연주를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량을 기른다.

Promote the technique to be in stage.

◎ 전공심화

● 관현악법Ⅰ(500506)

OrchestrationⅠ

2017.02.21 15:18:593 / 17[Uca0402r]



이조 악기의 이해와 특수한 음자리표의 올바른 기보법과 음악의 표현 수단인 관현악 총보의 악기 배역 방식 및 악기 이름, 관현악 

용어의 이태리어식, 영어식 표기를 익혀 나간다. 피아노 악곡에 대한 관현악적 편곡 실습을 통해 여러 악기들에 대한 일반적 기교와 

한계를 이해하고 각 악기가 가지는 음역과 고유의 음색을 인지하며 악기들이 함께 연주되어 표현해내는 음색 배합의 균형을 

발견한다.

Aims at understanding the Yi Dynasty's musical instruments; the notation of its particular clef; the arrangement and names 

of the orchestral instruments; and the Italian/English transcription of the orchestral terms. Provides a knowledge of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each   orchestral instrument with an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intuition for the 

combination and balance of timbres in orchestration.

● 관현악법Ⅱ(500507)

OrchestrationⅡ

이조 악기의 이해와 특수한 음자리표의 올바른 기보법과 음악의 표현 수단인 관현악 총보의 악기 배역 방식 및 악기 이름, 관현악 

용어의 이태리어식, 영어식 표기를 익혀 나간다. 피아노 악곡에 대한 관현악적 편곡 실습을 통해 여러 악기들에 대한 일반적 기교와 

한계를 이해하고 각 악기가 가지는 음역과 고유의 음색을 인지하며 악기들이 함께 연주되어 표현해내는 음색 배합의 균형을 

발견한다.

Aims at understanding the Yi Dynasty's musical instruments; the notation of its particular clef; the arrangement and names 

of the orchestral instruments; and the Italian/English transcription of the orchestral terms. Provides a knowledge of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each   orchestral instrument with an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intuition for the 

combination and balance of timbres in orchestration.

● 대위법Ⅰ(500880)

Counter PointⅠ

음악에 있어서 수평적인 법칙을 배우고 이것을 작곡에 응용한다.

This course provide students with the horizontal regulations in music and apply it to composition.

● 대위법Ⅱ(500881)

Counter PointⅡ

음악에 있어서 수평적인 법칙을 배우고 이것을 작곡에 응용한다.

This course provide students with the horizontal regulations in music and apply it to composition.

● 독일어딕션(501005)

Diction(Deutch)

독일어 딕션 공부를 통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독일 가곡을 부른다.

Provides an german diction for the studying german songs.

● 연주실습Ⅲ(502523)

Weekly RecitalⅢ

개인의 전공에 따른 무대에서의 연주를 통해 연주 기량과 연주 예술을 익히다.

Based on a weekly recital, this course furthers performing competency and basic performing manners on the stage.

● 연주실습Ⅳ(502524)

Weekly RecitalⅣ

개인의 전공에 따른 무대에서의 연주를 통해 연주 기량과 연주 예술을 익히다.

Based on a weekly recital, this course furthers performing competency and basic performing manners on the stage.

● 영상음악제작(502585)

Field music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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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음악 등에 사용되는 음악 제작을 실습한다.

Practise music production used for drama, film, animation, and game.

● 오페라워크SHOPⅠ(502656)

Opera WorkshopⅠ

성악전공 학생들의 실제 오페라 출연을 대비하여 유명 오페라 아리아의 연기 및 실제 상황을 연습한다.

A study designed for vocal majors to learn basic acting skills, score reading and singing techniques for the stage.

● 오페라워크SHOPⅡ(502657)

Opera WorkshopⅡ

성악전공 학생들의 실제 오페라 출연을 대비하여 유명 오페라 아리아의 연기 및 실제 상황을 연습한다.

A study designed for vocal majors to learn basic acting skills, score reading and singing techniques for the stage.

● 음악분석Ⅰ(502823)

Music AnalysisⅠ

음악사적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작곡가들에 대한 작곡가론 및 작품론을 실제 작품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음악적 어휘, 화성, 리듬, 

선율, 음계, 기타 음악 양식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Through an analytical study of all issues concerning music, this course encourages the students to make reports on 

musical characteristics of all the major composers and compositions. Students learn about musical form through various 

points for the composing and performance.

● 음악분석Ⅱ(502824)

Music AnalysisⅡ

음악사적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작곡가들에 대한 작곡가론 및 작품론을 실제 작품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음악적 어휘, 화성, 리듬, 

선율, 음계, 기타 음악 양식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Through an analytical study of all issues concerning music, this course encourages the students to make reports on 

musical characteristics of all the major composers and compositions. Students learn about musical form through various 

points for the composing and performance.

● 이태리어딕션(502922)

Diction(Italian)

이태리어 딕션을 공부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이태리 가곡을 부른다.

Provides an Italian diction for the studying Italian songs.

● 전공실기Ⅲ(503238)

Major Lesson Ⅲ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 전공실기Ⅳ(503243)

Major Lesson Ⅳ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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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실기Ⅴ(503248)

Major Lesson Ⅴ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 전공실기Ⅵ(503253)

Major Lesson Ⅵ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 전공실기Ⅶ(503258)

Major Lesson Ⅶ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 전공실기Ⅷ(503259)

Major Lesson Ⅷ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Offers a number of special fields of study: Piano, Voice, Composition and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is given 

individually to develop musical techniques.

● 지휘법Ⅰ(503703)

ConductingⅠ

지휘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합창 및 합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et students understanding of basic technique of conducting and make them have teaching ability of choral and orchestral 

ensemble.

● 지휘법Ⅱ(503704)

ConductingⅡ

지휘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합창 및 합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et students understanding of basic technique of conducting and make them have teaching ability of choral and orchestral 

ensemble.

● 피아노반주법Ⅰ(504184)

Accompanying ClassⅠ

피아노를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른 악기나 성악기를 반주하기 위해 반주하는 법을 알아야한다. 반주법 Class는 각 악기와 

성악을 위한 모든 분야들을 공부한다.

Class for piano major student to practice accompanying for other instruments and voice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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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반주법Ⅱ(504185)

Accompanying ClassⅡ

피아노를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른 악기나 성악기를 반주하기 위해 반주하는 법을 알아야한다. 반주법 Class는 각 악기와 

성악을 위한 모든 분야들을 공부한다.

Class for piano major student to practice accompanying for other instruments and voice player.

● 피아노앙상블Ⅰ(504186)

Piano EnsembleⅠ

피아노 앙상블은 한 대 이상의 피아노에 2명 이상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음악의 한 장르이며. 역사상 중요한 

작곡가들이 이 분야에 많은 레퍼토리를 남겼다.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이러한 작품의 예술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연구 

지도한다.

Piano ensemble is a genre of play a piano. Two or more player play together a  piano.  Popular composer write many 

songs in this genre. Guidance for student who major is piano express and complete work of art.

● 피아노앙상블Ⅱ(504187)

Piano EnsembleⅡ

피아노 앙상블은 한 대 이상의 피아노에 2명 이상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음악의 한 장르이며. 역사상 중요한 

작곡가들이 이 분야에 많은 레퍼토리를 남겼다.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이러한 작품의 예술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연구 

지도한다.

Piano ensemble is a genre of play a piano. Two or more player play together a  piano.  Popular composer write many 

songs in this genre. Guidance for student who major is piano express and complete work of art.

● 피아노연주론(504188)

Theory of Piano Performance

피아노 연주론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모든 시대에 걸친 피아노 작품들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연주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수업이다.

Theory of Piano Performance is the class of piano major students to help. analyzing, researching and performing for all 

different era of piano music in practical way.

● Jazz화성법Ⅲ(505385)

Jazz HarmonyⅢ

클래식 화성과는 차별되는 이론으로서 그 내용에는 코드, 텐션, 전조, 선법이론 등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요, 팝, 

뮤지컬, 영화음악 등 현대 대중음악을 작곡, 편곡 및 연주함에 있어서 반드시 습득해야 될 화성 이론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련 교과학습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Jazz harmony is different theory from classic harmony, It contain code, progress, transition, mode theory etc. It is essential 

harmony theory to compose, arrange, and play modern songs - pop-song, musical, movie music. Jazz harmon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ing other subjects.

● 기초연기(506455)

Acting Foundation

모든 공연연기의 기본이 되는 요서인 집중, 신체적 자감, 상상력, 오감의 기억 등 기초연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키워 나간다.

This subject helps Growing up the ability what acting needed, such as concentration, physical sense, imagination, 

memory of five-senses, etc.

● 관현악앙상블Ⅰ(507027)

Brass Ensemble Ⅰ

관현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협주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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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brass majors' ability in chamber concerts.

● 관현악앙상블Ⅱ(507028)

Brass Ensemble Ⅱ

관현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협주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Improvement of brass majors' ability in chamber concerts.

● 관현악앙상블Ⅲ(507029)

Brass Ensemble Ⅲ

관현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협주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Improvement of brass majors' ability in chamber concerts.

● 관현악앙상블Ⅳ(507030)

Brass Ensemble Ⅳ

관현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협주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Improvement of brass majors' ability in chamber concerts.

● 관현악앙상블Ⅴ(507031)

Brass Ensemble Ⅴ

관현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협주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Improvement of brass majors' ability in chamber concerts.

● 관현악앙상블Ⅵ(507032)

Brass Ensemble Ⅵ

관현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협주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Improvement of brass majors' ability in chamber concerts.

● 실용음악편곡법Ⅰ(507035)

Popular Music Arrangement Ⅰ

실용음악 Ⅰ․Ⅱ에서는 다양한 악기들의 용법과 특성을 이해하여 편곡에 필요한 분석과 이론을 학습하고 Ⅲ․Ⅳ에서는 소규모밴드 

편성을 위한 실습을 통해 편곡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한다.

Course 1 and 2, Understanding usage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musical instrument for Learning theory and analysis 

method will be focused. Course 3 and 4, Practice arranging method and skills by organize small-scale band experience.

● 실용음악편곡법Ⅱ(507036)

Popular Music Arrangement Ⅱ

실용음악 Ⅰ․Ⅱ에서는 다양한 악기들의 용법과 특성을 이해하여 편곡에 필요한 분석과 이론을 학습하고 Ⅲ․Ⅳ에서는 소규모밴드 

편성을 위한 실습을 통해 편곡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한다.

Course 1 and 2, Understanding usage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musical instrument for Learning theory and analysis 

method will be focused. Course 3 and 4, Practice arranging method and skills by organize small-scale band experience.

● 피아노문헌연구Ⅰ(507488)

Research for Piano Literature Ⅰ

건반음악 양식을 중심으로 그 양식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시대별 주요한 건반 악기 작곡가와 작품의 배경을 연구한다. 또한 

피아노 기능에 대한 것, 피아노의 주법상 Phrasing과 Articulation, Pedalling에 관한 고찰 등 피아노 관련 사항을 연구 지도한다.

Analyzes and compares piano method and repertoire books and researches how to teach basic piano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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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문헌연구Ⅱ(507489)

Research for Piano Literature Ⅱ

건반음악 양식을 중심으로 그 양식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시대별 주요한 건반 악기 작곡가와 작품의 배경을 연구한다. 또한 

피아노 기능에 대한 것, 피아노의 주법상 Phrasing과 Articulation, Pedalling에 관한 고찰 등 피아노 관련 사항을 연구 지도한다.

Analyzes and compares piano method and repertoire books and researches how to teach basic piano techniques.

● 실용합주Ⅴ(507659)

Band Rehearsal Ⅴ

학생들의 실제 연주를 통하여, 무대에 설 수 있는 기량을 기른다.

Promote the technique to be in stage.

● 실용합주Ⅵ(507660)

Band Rehearsal Ⅵ

학생들의 실제 연주를 통하여, 무대에 설 수 있는 기량을 기른다.

Promote the technique to be in stage.

● 음반제작실습Ⅰ(507671)

Recording Practice Ⅰ

4학년이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음반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자신의 앨범을 만든다.

Study to music recording and make students' own.

● 음반제작실습Ⅱ(507672)

Recording Practice Ⅱ

4학년이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음반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자신의 앨범을 만든다.

Study to music recording and make students' own.

● 기초음향실습(508449)

Basic Acoustic Practice

미디곡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최종 믹싱과 마스터링 과정을 배운다.

Learning the final mixing and mastering necessary to completing computer music piece.

● 뮤지컬제작실습Ⅱ(508457)

Musical Production and Practice Ⅱ

뮤지컬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이수업에서는 뮤지컬에 필요한 연기, 안무, 노래연주, 음악등을 총괄적으로 실습해서 학기말 

공연한다.

This course is for musical production. students practise act, dance,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altogether and 

perform musical at the send of semester.

● 뮤지컬제작실습Ⅲ(508458)

Musical Production and Practice Ⅲ

뮤지컬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이수업에서는 뮤지컬에 필요한 연기, 안무, 노래연주, 음악등을 총괄적으로 실습해서 학기말 

공연한다.

This course is for musical production. students practise act, dance,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altogether and 

perform musical at the send of semester.

● 뮤지컬제작실습Ⅳ(50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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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Production and Practice Ⅳ

뮤지컬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이수업에서는 뮤지컬에 필요한 연기, 안무, 노래연주, 음악등을 총괄적으로 실습해서 학기말 

공연한다.

This course is for musical production. students practise act, dance,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altogether and 

perform musical at the send of semester.

● 서양음악의역사Ⅰ(508460)

History of Western Music Ⅰ

고대 이후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 근대의 작곡가 및 작품, 문헌을 공부한다.

Studies the composers and their pieces from  Baroque to Romanticism through Modernism.

● 서양음악의역사Ⅱ(508462)

History of Western Music Ⅱ

고대 이후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 근대의 작곡가 및 작품, 문헌을 공부한다.

Studies the composers and their pieces from  Baroque to Romanticism through Modernism.

● 뮤지컬안무Ⅰ(508577)

Musical ChoreographyⅠ

2학기 말에 공연 되어질 뮤지컬의 안무를 연습한다.

Practice of dance of musical which will be performed at the end of the 2nd semester.

● 뮤지컬안무Ⅱ(508578)

Musical ChoreographyⅡ

2학기 말에 공연 되어질 뮤지컬의 안무를 실습한다.

This course is for musical production. students practise act, dance,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altogether and 

perform musical at the send of semester.

● 뮤지컬제작실습Ⅰ(산학연계학)(508579)

Musical production and practice Ⅰ(Field Study)

뮤지컬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뮤지컬에 필요한 연기, 안무, 노래 연주, 음악등 을 총괄적으로 실습해서 학기말 

공연한다.

This course is for musical production. students practise act, dance,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altogether and 

perform musical at the send of semester.

● 보컬앙상블Ⅰ(508596)

Vocal EnsembleⅠ

아카펠라, 보컬그룹을 위한 공연준비 등 보컬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연습과 편곡을 실습한다.

Practice of live performance and arranging exclusively for vocal major students.

● 보컬앙상블Ⅱ(508597)

Vocal EnsembleⅡ

아카펠라, 보컬그룹을 위한 공연준비 등 보컬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연습과 편곡을 실습한다.

Practice of live performance and arranging exclusively for vocal major students.

● 영어딕션(508662)

English 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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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뮤지컬, 보컬 전공 학생들에게 영미곡의 기본 발음과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하여 연주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class is for vocal and musical major students to help their basic pronunciation of English songs and accurate 

interpretation, thus it helps for their performance.

● 재즈앙상블Ⅰ(509038)

Jazz EnsembleⅠ

실용음악 앙상블들 중 가장 위의 단계에 있는 앙상블로, 주로 재즈 Standard 넘버들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어법을 연구하고 

실습하고 연주한다.

This course is the highest level of practical music ensembles, it requires studying, practising, playing each periods’ jazz 

patterns through Jazz standard numbers.

● 재즈앙상블Ⅱ(509039)

Jazz EnsembleⅡ

실용음악 앙상블들 중 가장 위의 단계에 있는 앙상블로, 주로 재즈 Standard 넘버들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어법을 연구하고 

실습하고 연주한다.

This course is the highest level of practical music ensembles, it requires studying, practising, playing each periods’ jazz 

patterns through Jazz standard numbers.

● 피아노교수론(509044)

Research for Piano Pedagogy

피아노 교본과 교재들을 비교, 분석하고, Piano의 기본적인  Technique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기초적인 Piano 

교습방법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Analyzes and compares piano method and repertoire books and researches how to teach basic piano techniques.

● 합주(합창)Ⅲ(509048)

Orchestra(Choral Singing)Ⅲ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합주(합창)Ⅳ(509049)

Orchestra(Choral Singing) Ⅳ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20세기피아노음악감상(509268)

Listening & Comprehension of 20th Century  Pian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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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주요한 작곡가들의 피아노 음악 작품들의 감상을 통하여 표현주의, 다조음악, 음렬주의, 무조음악, 구체음악과 같은 다양한 

20세기 음악 양식을 이해하고, 드뷔시 이후에서  J. Adams 나 W. Bolcom 에 이르는 다양한 근대 피아노 음악 repertoire를 

감상하는 기회를 가진다.

Listening of 20th Century piano music from late Debussy's work to contemporary piano repertoire by J. Adams and W. 

Bolcom's piano works and comprehension of comtemporary music style such as expressionism, atonality, serial music, 

neoclassicism, and minimalism.

● 기타실기(509269)

Guitar Minor Lesson

기타 비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으로 기초적인 기타 테크닉을 가르친다.

This course is for non-guitar major students.

Students will be taught guitar’s basic techniques.

● 드럼실기(509270)

Drum Minor Lesson

드럼 비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으로 기초적인 드럼을 가르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is for non-drum major students.

Students will be taught drum’s basic

● 바이올린실기(509271)

Violin Minor Lesson

바이올린의 기초를 습득하여 현악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음악적 경험의 폭을 넓힌다.

Teaching basic violin technique through understanding of string instruments’ principle.

● 성악실기(509272)

Vocal Minor Lesson

성악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과 전문 성악교수간의  중급 수준의 성악 학습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지도한다. 음악적 

기능의 향상과 예술성을 성취하도록 지도하는 수업이다.

The class offers intermediate level of vocal studies in accordance with each person's character and ability. Instructions are 

given to students individually to develop vocal techniques and artistry.

● 중창실습(509273)

Vocal Ensemble

성악전공 학생들의 실내악 연주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is for the Development of vocal major’s ability in chamber concerts.

● 작곡실기(509274)

Composition Minor Lesson

작곡 비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으로 기초적인 작곡을 가르친다.

This course is for non-composition major students. Students will be taught of basic composition skils.

● 재즈피아노실기(509275)

Jazzpiano Minor Lesson

재즈피아노 비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으로 기초적인 재즈피아노 테크닉을 가르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is for non-jazzpiano major students. Students will be taught jazzpiano’s basic techniques.

● 플룻실기(50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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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e Minor Lesson

플룻의 기초를 습득하여 관악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음악적 경험의 폭을 넓힌다.

Teaching basic flute’s technique through understanding of woodwind instruments’ principle.

● 피아노실기(509277)

Piano Minor Lesson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과 전문 피아노교수 간의  중급 수준의 피아노 학습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지도한다. 

음악적 기능의 향상과 예술성을 성취하도록 지도하는 수업이다.

The class offers intermediate level of piano studies in accordance with each person's character and ability.

● Teaching Piano in English(509503)

Teaching Piano in English

피아노 전공생들이 졸업 후, 가르치는 일을 많아 하게 되고 영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여기에 발 

맞추어 특히 피아노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렛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se days, students who graduate music sghool often meet occasion 

of teaching piano in English.

Purpose of this class is preparing students to teach piano especially for beginners in English.

● 관현악실습Ⅰ(509504)

The practice of orchestraⅠ

오케스트라 합주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이다.

This class is for education of orchestral ensemble playing.

● 대중음악사(산학연계학)(509506)

Commercial music history

20세기이후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공부한다.

Studying the history of commercial music of 20th century.

● 문화콘텐츠기획론(산학연계학)(509507)

Design of cultural contents

현대의 대중음악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과목이다.  

현재의 컨텐츠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

This course designs the contents which is leading modern commercial music business. It analyzes today’s first and 

expect future’s

● 재즈합주Ⅰ(509508)

Jazz orchestraⅠ

스탠다드 재즈 레퍼토리를 편곡해서 관악기와 함께 연주한다.

Playing Jazz repertory with bands by new arrangements.

● 재즈합주Ⅱ(509509)

Jazz orchestraⅡ

스탠다드 재즈 레퍼토리를 편곡해서 관악기와 함께 연주한다.

Playing Jazz repertory with bands by new arrangements.

● 화성법Ⅰ(509510)

Harmony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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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이론은 음악의 근간이 되는바, 화성의 기초가 되는 음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바탕으로 장단조에서의 3화음(정, 부 3화음) 

성질과 7화음(딸림 7화음, 부7화음) 성질을 판별 이해하고, 화음의 기본 위치 및 전위에서의 실습을 통해 화성의 흐름에 대한 

법칙과 각 화음이 화성의 흐름 속에서 가지는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한다.화성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비화성음을 이해하고 

근친조에 의한 전조의 법칙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study onthe key-a basic component in harmony-this course aims at teaching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hords in the major/minor scales and the seven chords, but also the rules of harmony and 

the functions

of the chords through training in basic chord locations and its modulation.

● 화성법Ⅱ(509511)

HarmonyⅡ

화성 이론은 음악의 근간이 되는바, 화성의 기초가 되는 음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바탕으로 장단조에서의 3화음(정, 부 3화음) 

성질과 7화음(딸림 7화음, 부7화음) 성질을 판별 이해하고, 화음의 기본 위치 및 전위에서의 실습을 통해 화성의 흐름에 대한 

법칙과 각 화음이 화성의 흐름 속에서 가지는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한다.화성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비화성음을 이해하고 

근친조에 의한 전조의 법칙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study onthe key-a basic component in harmony-this course aims at teaching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hords in the major/minor scales and the seven chords, but also the rules of harmony and 

the functions

of the chords through training in basic chord locations and its modulation.

● 관현악실습Ⅱ(509512)

The practice of orchestraⅡ

오케스트라 합주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이다.

This class is for education of orchestral ensemble playing.

● Piano StudyⅠ(509541)

Piano Study I

피아노 전공 학생의 최종 목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과목에서는 올바른 무대 

매너, 무대에서 긴장을 극복하는 방법, 리듬감과 소리의 균형, 조화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Ulitmate goal for piano majored students is performance in front of big audience.

To help them achieve this goal, teaching how to overcome nourvousness on the stage, all the right manner for the stage, 

right way to express rhythm matter, sound balance and harmony etc

● Piano StudyⅡ(509542)

Piano Study II

피아노 전공 학생의 최종 목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과목에서는 올바른 무대 

매너, 무대에서 긴장을 극복하는 방법, 리듬감과 소리의 균형, 조화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Ulitmate goal for piano majored students is performance in front of big audience.

To help them achieve this goal, teaching how to overcome nourvousness on the stage, all the right manner for the stage, 

right way to express rhythm matter, sound balance and harmony etc

● 건반화성법Ⅰ(509560)

Keyboard Harmony I

각종의 장, 단음계와 3화음을 건반에서 익히고 화음 연결을 훈련하여 반주와 Choral의 전조를 할 수 있다.

With the objective of playing the piano and choral modulation, this course aims at mastering chord-linking as well as 

learning the major/minor scales and the three chords on the keyboard.

● 건반화성법Ⅱ(50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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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 Harmony II

각종의 장, 단음계와 3화음을 건반에서 익히고 화음 연결을 훈련하여 반주와 Choral의 전조를 할 수 있다.

With the objective of playing the piano and choral modulation, this course aims at mastering chord-linking as well as 

learning the major/minor scales and the three chords on the keyboard.

● 고급컴퓨터음악Ⅰ(509583)

Advanced Computer Music I

1. 컴퓨터 음악의 기초인 미디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한 작곡과 편곡을 실습 한다.

2. 신디사이저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의 응용을 배운다.

3. 음향효과를 비롯한 사운드 디자인 하는 법을 배운다.

1. Midi program, the basic of computer music and practise composition and arranging using it.

2. Studying the principle and applying of synthesizer.

3. Studying how to design sound effect using protools.

● 관현악엑셉Ⅰ(509608)

Orchestra Except Ⅰ

관현악 곡에서 각 악기 마다 가지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각각의 악기가 관현악(Orchestra)곡 에서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며 원작의 의도에 가까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Focuses on understanding unique properties of orchestral instruments and an enhanced

performance.

● 관현악엑셉Ⅱ(509609)

Orchestra Except Ⅱ

관현악 곡에서 각 악기 마다 가지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각각의 악기가 관현악(Orchestra)곡에서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며 원작의 의도에 가까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Focuses on understanding unique properties of orchestral instruments and an enhanced

performance.

● 국악의이해(509614)

Understanding of Classical Korea Music

국악의 역사와 악기의 발달사 및 국악 악보에 관한 이론을 악보, 문헌, 레코드 등을 통해 공부한다.

Introduces the history of classical Korean music, its instruments and scores with a wide range of literature and recordings.

● 성악문헌과실습(509788)

Vocal Literature and Practice

고대 원시 사회의 성악 음악부터 20세기 성악 음악까지의 가곡을 연구함으로 가곡 발달사를 알아보고 성악의 역사를 인식하고 

실습함으로써 레퍼토리의 폭을 넓힌다.

By studying a song from ancient societies to 20th century music, recognize the history of the song and widen the 

repertoire.

● 합주(합창)실습Ⅰ(510045)

Orchestra(Choral Singing) PracticeⅠ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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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합주(합창)실습Ⅱ(510046)

Orchestra(Choral Singing) Practice II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합주(합창)실습Ⅲ(510047)

Orchestra(Choral Singing) PracticeⅢ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합주(합창)실습Ⅳ(510048)

Orchestra(Choral Singing) Practice IV

합주 : 합주에서는 교향곡, 협주곡 등을 연습 후 공개 연주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창 : 가곡, 칸쵸네, 브로드웨이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Orchestra : Following intensive practice in concertos and symphonies,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oriented 

performances. 

Choral Singing : Choosing from Post-Baroque pieces, this course aims at publicly performing the class recitals in public 

with learned techniques.

● 재즈의역사Ⅰ(510080)

The History of Jazz I

대중음악의 기초가 되는 재즈의 역사를 뿌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부한다. 재즈의 여러 장르인 블루스, 랙타임, 스윙, 비밥, 

퓨전까지 작곡가와 연주자들과 곡들을 연구한다.

Studying the history of Jazz from the very beginning to present. Researching many genres including Blues, Rack time, 

Swing, Bebob, Fusion through musicians and pieces.

● 재즈의역사Ⅱ(510081)

The History of Jazz II

대중음악의 기초가 되는 재즈의 역사를 뿌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부한다. 재즈의 여러 장르인 블루스, 랙타임, 스윙, 비밥, 

퓨전까지 작곡가와 연주자들과 곡들을 연구한다.

Studying the history of Jazz from the very beginning to present. Researching many genres including Blues, Rack time, 

Swing, Bebob, Fusion through musicians and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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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컴퓨터음악Ⅱ(510082)

Advanced Computer Music II

1. 컴퓨터 음악의 기초인 미디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한 작곡과 편곡을 실습 한다.

2. 신디사이저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의 응용을 배운다.

3. 음향효과를 비롯한 사운드 디자인 하는 법을 배운다.

1. Midi program, the basic of computer music and practise composition and arranging using it.

2. Studying the principle and applying of synthesizer.

3. Studying how to design sound effect using pro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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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디자인조형학과(Department of Art & Design)

디자인조형학과는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서양화, 한국화·환경조형으로 나뉘며,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교육하고, 21세기 디자인 가치가 주도하게 될 문화 정보 시대에 창조적인 조형능력과 디자인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어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전문 디자이너 및 예술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디자인조형학과는 2017년 산업디자인학과와 미술학과가 통합되어 새롭게 시작한다.

산업디자인학과는 1988년 정원 4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하여, 2004년도부터는 70명으로 증원, 2012년도부터는 75명으로 증원하여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5명, 제품 환경 디자인 25명, 산업공예디자인 25명으로 전공별 모집을 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들은 

전국의 산업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배출한 졸업생들은 기업의 디자인실과 전문 디자인 회사, 

광고 대행사, 가구 회사 등 각 기업체로 진출하였다. 미래 정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산업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철저한 실기와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는 산업디자인학과의 디자인 교육은 전국의 각종 디자인 공모전에서 많은 입상 실적을 쌓아 지역사회에서 

우리 대학 산업디자인학과의 역량을 깊이 인식시켜 주고 있다. 또한 전공별 다양한 실습의 시설을 완비하여 전문 디자이너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 배출에 노력하고 있고, 해마다 개최하는 수업결과물 발표회 및 졸업작품전은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작업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미술학과는 1981년에 개설되었으며 현재 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미술학과는 전공과목을 서양화전공과 

한국화·환경조형미술전공으로 통합 개편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외 화단에서 다수의 

졸업생 동문들이 젊은 예술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제, 디자인조형학과는 도약기를 맞아 디자인 및 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디자인 및 예술 교육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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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디자인조형학과 (Department of Art & Design)

◎ 전공핵심

● 시각디자인기초Ⅰ(300201)

Visual Design Basic Ⅰ

디자인 교육의 예비과정으로서 조형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형태, 색채, 재질, 그리고 공간, 대비, 리듬, 비례, 강조 등과 같은 

감각적 특성과 지각 효과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디자인의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평면에 구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As preliminary process of design education the place where it cultivates a moulding ability the form which is necessary, 

with the color, quality of material and space, preparation, rhythm, proportional and emphasizing back it understands the 

basic principle of same sense quality and perceptual effect design and in objective of design it composes rightly 

intentionally in the plane the ability which it raises.

● 시각디자인기초Ⅱ(300202)

Visual Design Basic Ⅱ

디자인 교육의 예비과정으로서 조형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형태, 색채, 재질, 그리고 공간, 대비, 리듬, 비례, 강조 등과 같은 

감각적 특성과 지각 효과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디자인의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평면에 구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As preliminary process of design education the place where it cultivates a moulding ability the form which is necessary, 

with the color, quality of material and space, preparation, rhythm, proportional and emphasizing back it understands the 

basic principle of same sense quality and perceptual effect design and in objective of design it composes rightly 

intentionally in the plane the ability which it raises.

● 기초조형Ⅰ(400138)

Elementary Course of Piastic ArtsⅠ

조형 예술의 표현을 위한 기초 과정의 하나이며, 형태, 색채, 재질에 있어서 본질적인 표현력의 신장과 아울러 개성있는 표현 

기법을 터득하고 연마하여 앞으로의 조형 활동에 있어서 기반이 되게 한다. 조형작품 제작방법의 기본개념으로서 평면과 입체를 

이해시키고 사물의 형태에 내재하는 조형적 구성요소를 분석 관찰하게 한다. 이를 통해 창조적인 조형감각을 기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make a preliminary study on the expression of plastic arts with a purpose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further artistic activities.

● 기초조형Ⅱ(400139)

Elementary Course of Piastic ArtsⅡ

조형 예술의 표현을 위한 기초 과정의 하나이며, 형태, 색채, 재질에 있어서 본질적인 표현력의 신장과 아울러 개성있는 표현 

기법을 터득하고 연마하여 앞으로의 조형 활동에 있어서 기반이 되게 한다. 조형작품 제작방법의 기본개념으로서 평면과 입체를 

이해시키고 사물의 형태에 내재하는 조형적 구성요소를 분석 관찰하게 한다. 이를 통해 창조적인 조형감각을 기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make a preliminary study on the expression of plastic arts with a purpose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further artistic activities.

● 미술개론(400220)

Out line of Fine Arts

작품 창작에 있어서 시각상의 원리와 조형성에 관한 제 문제를 탐구하고, 미술의 정의, 미술작품, 미술의 해석과 비평, 미술과 사회 

등에 관한 제 이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problem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visual perspective and plastic arts, and further the 

theories such as the definition of fine arts, the interpretation/criticism of it,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arts and society.

● 색채학(4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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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udies

색채의 특성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으로 독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색채의 차원, 대비, 배색을 중심으로 실험하고, 

구체적인 디자인의 과제를 색채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periment with color tones, contrast, and background in order to learn the creative use of the 

properties of colors as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Working on specific projects will enhance students’ 

expressive capacity in the language of colors.

● 소묘Ⅰ(400268)

DessinⅠ

형태의 파악으로 2차원적 표현을 시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실기 과목이며, 모든 조형 예술의 기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확한 비례, 명암의 대비, 질감의 표현 등의 연습을 위시하여 석고상인체, 동식물의 기본 형태와 개성적 표현을 확립한다.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과 공간을 이해하고 관찰, 해석, 표현한다. 눈으로 지각한 것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Through the two-dimensional formative expression along with the understanding of forms, this course, serving a basis of 

plastic arts, will place its focus on the basic and characteristic expression of things.

● 소묘Ⅱ(400269)

DessinⅡ

형태의 파악으로 2차원적 표현을 시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실기 과목이며, 모든 조형 예술의 기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확한 비례, 명암의 대비, 질감의 표현 등의 연습을 위시하여 석고상인체, 동식물의 기본 형태와 개성적 표현을 확립한다.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과 공간을 이해하고 관찰, 해석, 표현한다. 눈으로 지각한 것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Through the two-dimensional formative expression along with the understanding of forms, this course, serving a basis of 

plastic arts, will place its focus on the basic and characteristic expression of things.

● 발상과표현Ⅰ(400394)

Creative Methodology and Expression Ⅰ

주어진 조건 아래서 이들 주제의 이미지를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하여 추상적 이미지로 실체시키는 연습, 관찰력과 상상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의 폭넓은 전개와 조형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It gives and from position conditional lower part the image of these subject about under using the entity hour height 

practices the material and the technique which are various with the abstractive image, power of observation and 

imaginative powe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character width of original accident the ability of wide development and 

moulding cultivates.

● 발상과표현Ⅱ(400395)

Creative Methodology and Expression Ⅱ

주어진 조건 아래서 이들 주제의 이미지를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하여 추상적 이미지로 실체시키는 연습, 관찰력과 상상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의 폭넓은 전개와 조형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It gives and from position conditional lower part the image of these subject about under using the entity hour height 

practices the material and the technique which are various with the abstractive image, power of observation and 

imaginative powe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character width of original accident the ability of wide development and 

moulding cultivates.

● 색채와디자인(400468)

Color and Design

색채미학의 탐구를 위해 대비효과에 의한 색채효과를 실험적으로 검토하여 색채계획의 과학화를 위하여 색채의 전달방법 및 

색채조절, 색채관리 방법을 연구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디자인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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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 of color aesthetics the color effect in compliance with a hazard preparation effect for the scientific anger of color 

plan about under investigating experimentally it researches the delivery method and a color control and a color civil official 

method of color. There is to a design and from it recognizes the ability it will be able to apply from each design field it 

raises the importance of color and.

● 기초유화Ⅰ(400930)

Basic Practice for Oil Painting Ⅰ

유화의 재료와 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한다. 대상과 3차원 공간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A systematic training in the basic technics and materials of oil painting. Developing skills of observing and expressing 

objects and three-dimensional space.

● 기초유화Ⅱ(400931)

Basic Practice for Oil Painting Ⅱ

유화의 재료와 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한다. 대상과 3차원 공간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A systematic training in the basic technics and materials of oil painting. Developing skills of observing and expressing 

objects and three-dimensional space.

● 패션쥬얼리기초Ⅰ(401342)

Fashion Jewelry BasicsⅠ

쥬얼리의 기초를 연구하여 3차원의 조형과 디자인 교육의 예비 과정으로 구조와 기능 및 형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입체 실기 

과목으로 재료의 구조적 기능과 재질감 파악, 합리적 조립을 통한 입체 조형의 응용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둔다.

Jewelry on the basis of the study, with the three-dimensional practical technique subject which grasps a structure and 

function and form with preliminary process of moulding and design education of 3 dimensions in objective structural 

function and quality of material feeling of the material it grasps, it puts an aim in application ability improvement of 

three-dimensional moulding which leads a rational assembly.

● 패션쥬얼리기초Ⅱ(401343)

Fashion Jewelry BasicsⅡ

쥬얼리의 기초를 연구하여 3차원의 조형과 디자인 교육의 예비 과정으로 구조와 기능 및 형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입체 실기 

과목으로 재료의 구조적 기능과 재질감 파악, 합리적 조립을 통한 입체 조형의 응용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둔다.

Jewelry on the basis of the study, with the three-dimensional practical technique subject which grasps a structure and 

function and form with preliminary process of moulding and design education of 3 dimensions in objective structural 

function and quality of material feeling of the material it grasps, it puts an aim in application ability improvement of 

three-dimensional moulding which leads a rational assembly.

● 기초영상미디어Ⅰ(401488)

Foumdation Course of Visual MediaⅠ

기초적인 영상 미디어 제작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영상 미디어 작업을 위한 영상미디어 기자재의 프로그램과 조작법을 

학습한다. 촬영 및 편집 실기를 연구하고 영상매체의 특유의 표현 방법을 탐구한다.

Learm how to mani pulate tools for editing and digital progam and understand the basic theory of building Visual Media 

work.

search for the special expressive method of visual media and stady practical skill for editing

● 드로잉Ⅰ(401489)

Drawing l

다양한 재료,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형태 표현이나 공간 형성의 폭넓은 체험을 얻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practice the drawing ability as the basis of all plastic arts. Various materials and instrument will be used 

for the draw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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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영상미디어Ⅱ(401490)

Foumdation Course of Visual MediaⅡ

기초적인 영상 미디어 제작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영상 미디어 작업을 위한 영상미디어 기자재의 프로그램과 조작법을 

학습한다. 촬영 및 편집 실기를 연구하고 영상매체의 특유의 표현 방법을 탐구한다.

Learm how to mani pulate tools for editing and digital progam and understand the basic theory of building Visual Media 

work.

search for the special expressive method of visual media and stady practical skill for editing

● 드로잉Ⅱ(401491)

Drawing Ⅱ

다양한 재료,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형태 표현이나 공간 형성의 폭넓은 체험을 얻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practice the drawing ability as the basis of all plastic arts. Various materials and instrument will be used 

for the drawing practices.

● 2D컴퓨터디자인(401494)

2D Computer Design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등 그래픽 기초 프로그램의 툴 및 활용법 이해와 습득을 위한 실습이다. 프로그램 

기초 기능을 응용하는 사진 및 이미지 표현법을 배우고, 티셔츠디자인, 명함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등을 통해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과 원리, 표현 가능성 및 활용 범위를 이해한다.

Photoshop (Photoshop), Illustrator (Illustrator), including a practical tool for understanding and mastery of graphics and 

hwalyongbeop based programs. Program to learn basic photo and image representation of the functional application, 

understand the t-shirt design, business card desig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expressing possibility and reach of 

graphic design programs, such as the identity.

● 그래픽디자인사(401521)

Theory of Visual Design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등 그래픽 기초 프로그램의 툴 및 활용법 이해와 습득을 위한 실습이다. 프로그램 

기초 기능을 응용하는 사진 및 이미지 표현법을 배우고, 티셔츠디자인, 명함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등을 통해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과 원리, 표현 가능성 및 활용 범위를 이해한다.

The design theoreticians in the center it investigat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visual design today from cultural privacy, 

technical privacy, artistic privacy and the side and to become the place help which in order sets the next visual design 

direction.

● 기초매체실습Ⅰ(401524)

Basic Mixed Media Ⅰ

형태의 파악으로 2차원적 표현을 시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실기 과목이며, 모든 조형 예술의 기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확한 비례, 명암의 대비, 질감의 표현 등의 연습을 위시하여 석고상인체, 동식물의 기본 형태와 개성적 표현을 확립한다.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과 공간을 이해하고 관찰, 해석, 표현한다. 눈으로 지각한 것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Through the two-dimensional formative expression along with the understanding of forms, this course, serving a basis of 

plastic arts, will place its focus on the basic and characteristic expression of things.

● 기초매체실습Ⅱ(401525)

Basic Mixed Media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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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파악으로 2차원적 표현을 시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실기 과목이며, 모든 조형 예술의 기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확한 비례, 명암의 대비, 질감의 표현 등의 연습을 위시하여 석고상인체, 동식물의 기본 형태와 개성적 표현을 확립한다.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과 공간을 이해하고 관찰, 해석, 표현한다. 눈으로 지각한 것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Through the two-dimensional formative expression along with the understanding of forms, this course, serving a basis of 

plastic arts, will place its focus on the basic and characteristic expression of things.

● 디자인스케치Ⅰ(Basic)(401535)

Design Sketches Ⅰ(Basic)

흑백을 사용한 렌더링 기법 학습으로 입체물의 드라마틱한 명암처리 기법, 투시기법 등 다양한 렌더링 기법을 익힌다. 기초적인 

제품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표현방법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며 체계화하는 방법을 스케치를 통해 표현한다.

Rendering techniques used to study the black-and-white cook a variety of rendering techniques such dramatic contrast 

processing techniques, techniques of perspective dimensional objects. Product embodies the basic idea through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how to design and how to organize and expressed through the sketch.

● 디자인스케치Ⅱ(Advance)(401536)

Design sketches Ⅱ(Advence)

디자인스케치Ⅰ(Basic)에서 익힌 렌더링 테크닉과 원리에서 진보된 과정으로 디자인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전통적인 스케치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익힌다. 스케치와 렌더링은 제품디자인의 사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또한 디자인프레젠테이션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감성적인 스케치의 기법을 습득한다. 현대디자인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역동적이고 유기체적인 형태의 

입체적인 표현기법을 익힌다.

The design process to deliver the advanced design ideas learned from rendering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the sketch Ⅰ 

(Basic) and cook for solving the problem through sketch traditional methods. Sketch rendering is in progres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product design. Also learn techniques of emotional sketch of the design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presentation. Learn the dynamic and organic form of three-dimensional expression techniques, widely used in modern 

design process.

● 디자인조형(401537)

Design plastic

디자인·공예·예술의 바탕이 되는 사물과 공간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다루는 기초실습이다. 형태와 입체조형에 대한 사고와 개념을 

이해하고 조형의 기초적인 요소와 원리를 파악한다. 사물의 재료적, 형태적, 감성적 특성을 발견하고 활용, 표현한다. 사물과 

공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창의성 중심의 수업이다.

Design and practice is the foundation of things dealing with the type of beauty that is the base of crafts, art and space. 

Understand the thinking and concept of form and three dimensional design to understand the basic elements and principles 

of modeling. We find out and use the things of a specific character of formative, emotional properties. This is the class of 

the center of creativity and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space objects.

● 디자인프로세스및방법론(401539)

Design processes and methodologies

논리적, 과학적, 창조적 기술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 디자이너와 플래너를 위한 설계 방법(Design Methods)을 검토하고 거기에 

체계적 탐색이니 시스템 공학 같은 논리적 절차, 문헌조사나 질문지 방식 같은 데이터 수집의 순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나 시넥틱서(Synectics)같은 혁신적인 절차, 형태론이나 시스템 변환 같은 분류학적 절차 또는 

명세의 작성이나 평가기준의 선택 같은 평가절차 등을 연구한다.

Logic and science, in compliance with a creative technique the designer who is executed and planner will be extensive 

and the plan method for (Design Methods) it investigates and systematic search is system engineering same logical 

process, literature investigation or question method order and the brain toe of same data acquisition (Brainstorming) or hour 

neck from (Synectics) same renovation process and form  or system conversion same classification school register 

process or drawing up of particulars or selection of basis of assessment it researches the same evaluation process back 

to tha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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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사고와표현(401559)

Visual Thinking and Expression

주어진 조건 아래서 이들 주제의 이미지를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하여 추상적 이미지로 실체시키는 연습, 관찰력과 상상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의 폭넓은 전개와 조형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It gives and from position conditional lower part the image of these subject about under using the entity hour height 

practices the material and the technique which are various with the abstractive image, power of observation and 

imaginative powe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character width of original accident the ability of wide development and 

moulding cultivates.

● 현대디자인개론(401607)

Modern  Design

사회 문화차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고, 디자인 개념, 다른 학문과의 관계, 디자인이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미래의 디자인 방향을 가늠하고 실제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확립한다.

It sees a design from social cultural dimension, design concept, the relationship and design of different crane literature 

course examine the society, against an effect and the role which go mad to a culture. It will reach to lead, it aims there is 

from it establishes the design direction of future and to actual design work and the theoretical system which is the 

possibility of hardening a base.

● 형태와구조Ⅰ(평면)(401610)

Form and structure Ⅰ(Flat)

디자인 교육의 예비과정으로서 조형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형태, 색채, 재질, 그리고 공간, 대비, 리듬, 비례, 강조 등과 같은 

감각적 특성과 지각 효과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디자인의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평면에 구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As preliminary process of design education the place where it cultivates a moulding ability the form which is necessary, 

with the color, quality of material and space, preparation, rhythm, proportional and emphasizing back it understands the 

basic principle of same sense quality and perceptual effect design and in objective of design it composes rightly 

intentionally in the plane the ability which it raises.

● 형태와구조Ⅱ(입체)(401611)

Form and structure Ⅱ (three-dimensional)

3차원의 조형과 디자인 교육의 예비 과정으로 구조와 기능 및 형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입체 실기 과목으로 재료의 구조적 

기능과 재질감 파악, 합리적 조립을 통한 입체 조형의 응용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둔다.

With the three-dimensional practical technique subject which grasps a structure and function and form with preliminary 

process of moulding and design education of 3 dimensions in objective structural function and quality of material feeling of 

the material it grasps, it puts an aim in application ability improvement of three-dimensional moulding which leads a 

rational assembly.

● 기초금속디자인Ⅰ(500779)

Basic Metal Craft DesignⅠ

금속공예를 전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금속재료의 기본물성을 이해하고 성형 및 가공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금속재료의 기초성형기술과 향후 요구되는 디자인과 제작능력을 실습을 통해 연마한다. 본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금속 공예를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서 요구받게 되는 능력인 창의적인 디자인과 독창적인 표현을 통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Major in metal class introduces the student to basic machine skills, soldering, forming skills for hollowware, flatware and 

jewelry. Students will accumulate design and making abilities by practicing the actual making process. This course is to 

make the student to be capable of presenting original design ability and expression with metal which they a required to do 

as they go up the course of metal works.

● 기초금속디자인Ⅱ(50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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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Metal Craft DesignⅡ

금속공예를 전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금속재료의 기본물성을 이해하고 성형 및 가공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금속재료의 기초성형기술과 향후 요구되는 디자인과 제작능력을 실습을 통해 연마한다. 본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금속 공예를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서 요구받게 되는 능력인 창의적인 디자인과 독창적인 표현을 통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Major in metal class introduces the student to basic machine skills, soldering, forming skills for hollowware, flatware and 

jewelry. Students will accumulate design and making abilities by practicing the actual making process. This course is to 

make the student to be capable of presenting original design ability and expression with metal which they a required to do 

as they go up the course of metal works.

● 드로잉(501076)

Drawing

다양한 재료,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형태 표현이나 공간 형성의 폭넓은 체험을 얻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practice the drawing ability as the basis of all plastic arts. Various materials and instrument will be used 

for the drawing practices.

● 디자인인간공학(501090)

Design Humanfactors

종합 과학으로서 인간 공학의 기본 이론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 응용 방법과 그 평가 문제를 함께 다루어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As synthetic science basic theory human engineering in foundation about under design application method and the 

evaluation problem together to raise the ability it will be able to analyze a multi data scientific to reach and the method it will 

can apply case study to lead and in order to learn.

● 서양미술사Ⅰ(501913)

History of Western ArtsⅠ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미술 각 분야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관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a systematic survey of the Western artistic fields from ancient to the present: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and crafts.

● 서양미술사Ⅱ(501914)

History of Western Arts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미술 각 분야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관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a systematic survey of the Western artistic fields from ancient to the present: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and crafts.

● 시각정보디자인Ⅰ(502185)

Visual Communication DesignⅠ

평면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시각디자인원리들을 중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디자인 매체의 표현방법을 위한 

기초조형능력을 습득한다. 본 과목의 중점사항은 아이디어 발상법과 평면구성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메시지 표현력에 있다.

Students will study the constitutional factors of plane design and the visual design principle more closely to learn the 

expression method of the various visual design media. The critical points in this subject is creative capability of plane 

composition and the resulting expression of message.

● 시각정보디자인Ⅱ(502186)

Visual Communication DesignⅡ

평면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시각디자인원리들을 중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디자인 매체의 표현방법을 위한 

기초조형능력을 습득한다. 본 과목의 중점사항은 아이디어 발상법과 평면구성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메시지 표현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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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ill study the constitutional factors of plane design and the visual design principle more closely to learn the 

expression method of the various visual design media. The critical points in this subject is creative capability of plane 

composition and the resulting expression of message.

● 타이포그라피Ⅰ(503925)

Typo GraphicsⅠ

시각전달디자인 수단으로서 글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글자디자인 방법을 추구한다. 글자 특성과 원리, 도구와 글자꼴의 

유기적 관계, 쓰임새에 따른 구조와 형태변화 등을 연구하며, 컴퓨터 환경에서 글자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익혀, 시각디자이너로서 지녀야 하는 글자를 통한 기본적 표현능력을 기른다.

As delivery design means it grasps the importance of letter time, it pursues a rational letter design method. Organic enemy 

relationship of letter quality and principle, the tool and letter type, a new possibility from computer environment it 

researches the structure which it follows in the bird which is used and the form change back, letter design it gropes, the 

low of anger learns a method time, the basic expressive ability which leads the letter which as the designer it does to keep 

time it raises.

● 타이포그라피Ⅱ(503926)

Typo GraphicsⅡ

시각전달디자인 수단으로서 글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글자디자인 방법을 추구한다. 글자 특성과 원리, 도구와 글자꼴의 

유기적 관계, 쓰임새에 따른 구조와 형태변화 등을 연구하며, 컴퓨터 환경에서 글자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익혀, 시각디자이너로서 지녀야 하는 글자를 통한 기본적 표현능력을 기른다.

As delivery design means it grasps the importance of letter time, it pursues a rational letter design method. Organic enemy 

relationship of letter quality and principle, the tool and letter type, a new possibility from computer environment it 

researches the structure which it follows in the bird which is used and the form change back, letter design it gropes, the 

low of anger learns a method time, the basic expressive ability which leads the letter which as the designer it does to keep 

time it raises.

● 한국미술사(504233)

History of Korean Arts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미술 전반에 관한 그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관한다.

This course aims to survey generally  the history of Korean arts from ancient to the present.

● 디지털디자인(505793)

Digital Design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생겨난 디지털그래픽의 이해와 디지털 재현 과정의 기법을 습득하여 최종적인 디지털이미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응용 할 수 있는 디지털 표현 방법을 익혀 다양한 시각디자인 작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digital graphic which was created with the growth of media is used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final digital image 

with its digital reconstruction processes. This is to learn the digital expression methods which can be applied and then 

apply them to the visual design works.

● 텍스타일디자인(506220)

Textile Design

디자인의 요소인 디자인, 소재, 컬러의 개념을 익힌다. 특히 디자인의 감성별 이미지에 맞는 소재의 활용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디자인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나라 전통 패턴과 이를 응용한 현대 패턴디자인의 사례를 학습하고, 현대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패턴들을 디자인한다.

Learn about the concepts of design, material, color elements of the design. By the use of the material culture, especially 

the ability for emotional image of each design, easy to understand design and nourishes the ability to set the design 

direction for their disposition. And study traditional patterns of Korea, and learn examples of Korean-modern pattern design.

Also, design the patterns that can be applied to moder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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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화

● 디자인리서치(401332)

Design Research

시각커뮤니케이션의 디자인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의 태도형성과 변화, 구매의사결정과정, 시각정보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사기법을 공부하고, 그 조사 자료의 활용법을 이해하는 데에 학습목적이 있다.

With attitude formation of the consumer who is applied time from design practical affairs of communication and change and 

purchase doctor decision process and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about under relating it studies a various branch 

investigation technique time, there is a studying objective the place where it understands the application law of the 

investigation data.

● 금속디자인Ⅰ(500694)

Metal Craft DesignⅠ

금속공예전공의 수업과정 중 근간을 이루는 수업형태로 <금속공예 1>을 시작으로 향후 4학기 동안 진행되는 연계된 과정이다.

다양한 금속공예의 조형언어들 중에서 금속공예의 전통적인 가공기법과 현대적 가공기법을 비교 검토하여 시대적 개념을 

이해하며이들 기술들을 구사하는 폭넓은 조형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기존의 기본 기법 습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The first series class of Metalwork & Jewelry continues 4semesters.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survey various 

methods for working with metal from time periods to allow

more universal comprehension of technique and application.

Based on the basic skills obtained in the past course, this course is when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show their originality 

in design and expression.

● 금속디자인Ⅱ(500695)

Metal Craft DesignⅡ

금속공예전공의 수업과정 중 근간을 이루는 수업형태로 <금속공예 1>을 시작으로 향후 4학기 동안 진행되는 연계된 과정이다.

다양한 금속공예의 조형언어들 중에서 금속공예의 전통적인 가공기법과 현대적 가공기법을 비교 검토하여 시대적 개념을 

이해하며이들 기술들을 구사하는 폭넓은 조형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기존의 기본 기법 습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The first series class of Metalwork & Jewelry continues 4semesters.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survey various 

methods for working with metal from time periods to allow

more universal comprehension of technique and application.

Based on the basic skills obtained in the past course, this course is when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show their originality 

in design and expression.

● 동양미술사(501048)

History of Oriental Arts

고대로부터 형태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일본, 동남아지역의 회화, 조각, 건축, 공예, 서예 등 제 분야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관한다.

Generally surveying the Oriental Arts from the ancient to the modern times, this course aim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Oriental arts such as paintings, sculptures, crafts and calligraphy.

● 디자인마케팅(501080)

Design Marketing

지식경영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경영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기업의 경영 활동 및 

기업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역할 및 소비자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따라서 디자인마케팅 강의는 기업 및 생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전략 분야의 사례를 토대로 강의하며 향후 마케팅 실무 영역에서도 문제의 제시 및 해결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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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concept of design marketing which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nagement factors in knowledge management period and also understand the role of design and its relation to consum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y's operation and sale activities. Accordingly, the lecture of design market will focus on the 

brand centered marketing strategy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ompany and production fields and also on the problems 

and the growth of solving those problems in the future marketing.

● 디자인매니지먼트(501081)

Design Management

단순히 디자이너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디자인과 관계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이며 총체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디자인의 경영 전략적 효용성과 디자인 조직의 운용, 효율적 관리 등 경영 관리상의 기본 원리와 병행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Simply a mind and the management where is not the designer it sleeps and as it has the issues relative which are related 

with a design it is synthetic and the organization of management strategic use result design of design from general 

dimension and a theory and a fact about under gain and loss it uses, with an efficient civil official back management civil 

official coat basic principle to be in parallel it researches.

● 디자인재료학(501091)

Design Material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재료와 기술의 지식이 없이는 설계할 수 없다. 작품 제작 후 균열이나, 수축, 변색, 변형을 일으켜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료의 특성을 익혀서 참신한 Design의 개발품이 제작되도록 한다.

The students who research a design the knowledge of the material and technique will not be able to plan without. It gets up 

the crack or a contraction, a change of color and a variation after work producing and the case which in order gives a 

disappointment is many learns the quality of the material and the novelty one Design development width to be produced.

● 렌더링Ⅰ(501143)

Rendering Ⅰ

공예디자인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이미지의 시각적 구체화를 위한 표현 기법으로서 여러 가지 재질과 기법을 통해 표현 능력과 

응용력을 실기를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There to be to an industrial art design and from as the expressive technique for the time materialization of idea or the image 

various branch quality of material and technique to lead and expressive ability and application power practical technique to 

lead and in order to learn.

● 렌더링Ⅱ(501144)

Rendering Ⅱ

공예디자인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이미지의 시각적 구체화를 위한 표현 기법으로서 여러 가지 재질과 기법을 통해 표현 능력과 

응용력을 실기를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There to be to an industrial art design and from as the expressive technique for the time materialization of idea or the image 

various branch quality of material and technique to lead and expressive ability and application power practical technique to 

lead and in order to learn.

● 문인화(501280)

A Painting in the Literary Artist's Style

문인화의 사상과 회화성을 토대로 사군자를 위주로 한 실습을 통하여 전통적인 회화 정신과 선인들의 조형감각을 체험케 함으로써 

지필묵을 구사하는 능력을 키운다.

On the basis of the thoughts and the nature of paintings in a painting in the literary artist's style, cultivate ability of using 

paper, pens and ink by practicing the molding sense of ancestors and traditional painting spirit through practical training 

with an oriental paint of plum-blossom, orchid, chrysanthemums and bamboo.

● 미술해부학(501374)

Anatomy for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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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표현의 기반이 되는 골격과 근육을 중심으로 실제 작품 제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의 창조와 원리를 모색 한다.

Centering on the basic analysis in the physique and the muscles of the human body, this course aims to grope for the 

artistic principles and the creation of art.

● 신발디자인Ⅰ(502327)

Footwear DesignⅠ

전공의 이해와 창조적 사고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신발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인 표현 연구와 객관적, 과학적 

근거의 설정 및 구조 분석과 형태 연구 능력을 연마하는데 교육 목적을 둔다.

It deepens a medical specialist gain and loss and a creative accident ability the versatility against a shoes design with the 

curriculum for it puts the place educational objective which polishes the explanation and a structural analysis and a form 

research ability of expression research and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

● 신발디자인Ⅱ(502328)

Footwear DesignⅡ

전공의 이해와 창조적 사고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신발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인 표현 연구와 객관적, 과학적 

근거의 설정 및 구조 분석과 형태 연구 능력을 연마하는데 교육 목적을 둔다.

It deepens a medical specialist gain and loss and a creative accident ability the versatility against a shoes design with the 

curriculum for it puts the place educational objective which polishes the explanation and a structural analysis and a form 

research ability of expression research and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

● 신발디자인Ⅲ(502329)

Footwear DesignⅢ

전공의 이해와 창조적 사고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신발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인 표현 연구와 객관적, 과학적 

근거의 설정 및 구조 분석과 형태 연구 능력을 연마하는데 교육 목적을 둔다.

It deepens a medical specialist gain and loss and a creative accident ability the versatility against a shoes design with the 

curriculum for it puts the place educational objective which polishes the explanation and a structural analysis and a form 

research ability of expression research and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

● 인테리어디자인Ⅰ(502988)

Interior DesignⅠ

이론의 바탕으로 공간의 용도나 기능에 따른 제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계획하고 설계과정을 통하여 가구배치, 

표현처리, 난방, 조명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It will be able to be sufficient in order, it plans the various craving which with character of theory it follows in use or function 

of space creatively and design process it leads and the ability which i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synthetic plan of 

expression control, heating and the illumination back furniture arrangement, it raises.

● 인테리어디자인Ⅱ(502989)

Interior DesignⅡ

인테리어디자인의 실무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간디자이너로서 알아야할 전 과정을 학습한다. 디자인의 자기주도 

학습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인테리어 디자인에서의 실무능력을 강화한다.

Perform the practical design projects terrier designs and learn the whole process you need to know as a designer space. 

Rais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o enhance the design of practical skills in interior design.

● 일러스트레이션Ⅰ(502991)

IllustrationⅠ

현대 사회에서 Social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와 대중의 보다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득력 있는 

전달, 표현 방법과 새로운 재료와 기법의 연구를 통하여 제반 디자인 업무를 원활히 처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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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cognizes Social Communication importances today from direction of a ceremony and in order to suit in the sign which 

the consumer and masses is various the delivery convincingness, with expressive method research of the new material 

and technique it leads and design business control variously smoothly.

● 일러스트레이션Ⅱ(502992)

IllustrationⅡ

현대 사회에서 Social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와 대중의 보다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득력 있는 

전달, 표현 방법과 새로운 재료와 기법의 연구를 통하여 제반 디자인 업무를 원활히 처리케 한다.

It recognizes Social Communication importances today from direction of a ceremony and in order to suit in the sign which 

the consumer and masses is various the delivery convincingness, with expressive method research of the new material 

and technique it leads and design business control variously smoothly.

● 제품디자인Ⅰ(503522)

Product Design Ⅰ

주제에 의한 제품디자인 프로세스를 유형화하고 발상의 단계부터 디자인결과물의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각 

과정별 디자인 표현기법을 훈련함으로써 제품디자이너가 지녀야할 디자인을 표현능력을 배양한다. 표현기법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디자인 컴퓨팅기법을 연습하여 창의적인 발상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전개할 수 있는 구현능력을 익힌다. 일상생활 

용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목적에 따른 기능, 구조, 재료, 공정 및 심미성을 검토하여 실용성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기초과정이다.

It is typed in the product design process by the subject and performs a series of processes ranging from the step of 

deriving the resultant design concept. By train each course design representation technique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express design to possess a product designer. Practice the use of various materials and design computing techniques to 

improve the representation techniques Students learn to implement the ability to efficiently express and develop creative 

ideas. The basis that the process of designing a practical products to review the features, structures, materials, processes, 

and aesthetics according to the object of the products for the daily necessities.

● 제품디자인Ⅱ(503523)

Product Design Ⅱ

표현능력의 배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제품디자인 1>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진다. 발상에서 디자인도출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익히며 제품디자이너의 문제해결능력에 주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산업화되어지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목적에 따른 

기능, 구조, 재료, 공정 및 심미성을 검토하여 실용성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기초과정이다. 산업제품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환경요소들을 고려히여 다양한 컨셉을 제안하고 수정하며 제품디자인 프로젝트의 외부적 요소로 인한 탄력적 운영능력을 

배양한다.

Which it was conducted around the cultivation of the ability to express <Product Design 1> It is operating in the background. 

The entire process from design concept derived from The project focuses on learn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the 

product designer Proceeds. To target the industrial product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roduct Features, 

structures, materials, processes, and to the review the esthetics in practical product The basic design process. Necessa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ducts I Considering the cows offer a wide variety of concept and product 

design, edit and print The culture of flexible operational capacity due to external factors of the project.

● 제품디자인Ⅲ(503524)

Product Design Ⅲ

제품을 대상으로 인간, 기술, 환경의 요구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개념 및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안해 봄으로써 

디자인문제의 발견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안에 이르기까지 제품디자인에 필요한 종합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체계적인 디자인의 

해결 과정을 익히게 한다.

To target the product and to identify the needs of the human research, technology, environment, By looking to offer a 

future-oriented design concepts and specific solutions D products ranging from discoveries in solving specific design 

problems

Settlement of design experience and a comprehensive systematic design process necessary for the And to lear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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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인Ⅳ(503525)

Product Design Ⅳ

실제 디자인과정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조사, 자료 분석, 이미지전개, 렌더링, 3D모델링, Mock-up제작, color의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과정을 종합하는 연습을 한다. 시장조사 및 유저분석, 제품의 세분화에 따른 디자인전략 및 기획 trends에 대한 

분석, 3D구현기법, Mock-up제작을 통한 실제 스케일감과 선호색채의 파악까지 전체 과정을

협업을 통해 진행하며 그룹별 다양한 아이템의 진행을 통하여 상호보완이 가능한 수업을 운영한다.

Separating the roles of the actual design process and to research, data analysis, image deployment, rendering, 3D 

modeling, and practice by sharing the role of each Mock-up production, color to synthesize the entire process. Market 

research and user analysis, analysis of the design strategy and planning trends according to the segmentation of products, 

3D implementation techniques, through Mock-up production progress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he entire process to 

determine the preferred color sense of the actual scale and groups various items the two complementary operating the 

available classes through the process.

● 테라코타(503940)

Terracotta

점토라는 재료로써 형상을 소조하는 데서부터 소성에 이르기까지의 제작과정 속에서 독톡한 자연적 특성을 감각하고 그 표현 

가능성을 체험케 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understanding natural characteristics of clay and experiencing the expressive possibilities in 

molding a formative figure with the plastic material of clay.

● 판화(504064)

Printmaking

판화의 여러 분야, 즉 목판화, 동판화 등이 가지는 다양한 기법들을 익히고 특성을 이해하며 판화매체의 이 점을 살리는 작품제작 

가능성을 탐구하게 한다.

On the basis of diversified printing techniques and analytic experiments of materials,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ability 

in the expression of pure molding through the creative production of works.

● 편집디자인Ⅰ(504086)

Editorial DesignⅠ

텍스트 생산과 전달, 편집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디자인적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보, 생산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보 편집에 대한 실기 학습을 통하여 인쇄 매체나 디지털매체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It understands the concept of text production and delivery and editing, it gropes the possibility of the design expression. It 

sets the concept of information and production and practical technique studying against information editing which it follows 

in him it leads and produces a print media or a digital medium the project which it advances.

● 편집디자인Ⅱ(504087)

Editorial DesignⅡ

텍스트 생산과 전달, 편집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디자인적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보, 생산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보 편집에 대한 실기 학습을 통하여 인쇄 매체나 디지털매체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It understands the concept of text production and delivery and editing, it gropes the possibility of the design expression. It 

sets the concept of information and production and practical technique studying against information editing which it follows 

in him it leads and produces a print media or a digital medium the project which it advances.

● 포트폴리오(504107)

Portfoli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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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제작기법 및 프리젠테이션 테크닉에 관한 실질적인 표현기법을 탐구한다. 포트폴리오는 전공영역에 대한 지식과 

작업결과로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통의 매체이다. 포트폴리오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디자인, 컨텐츠, 커뮤니케이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법 등을 습득하고 제작한다.

Explore the portfolio of production techniques and practical expression techniques on presentation techniques. Portfolio is a 

medium of communication that can show the identity of the designer as a result of the major areas of knowledge and work 

symbolically. Of the portfolio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portfolio design, content 

acquisition, effective methods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communication and production.

● 한국현대미술론(504287)

The Theory of Korean Modern Arts

개항 이후 한국 미술의 제 분야의 전개를 역사적, 비평적 관점에서 개관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arts in the viewpoint of history and criticism.

● 한국화조형Ⅰ(504302)

The Plastic of Korean PaintingⅠ

지필묵의 전통재료와 현대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 기법을 익히고 한국화의 독특한 구도 및 표현기법을 공부하여 표현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개인별 작품의 독창성을 함양시키고자 함.

In this course we practice the traditional media of `Ji(paper), Pil(brush), Mook(ink)' and the various modern artistic media 

and we study the korean painting's specific composition and techaniques of expression. By doing so we pursue 

expanding the fields of expression and raising the power of artistic inventions.

● 한국화조형Ⅱ(504303)

The Plastic of Korean PaintingⅡ

지필묵의 전통재료와 현대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 기법을 익히고 한국화의 독특한 구도 및 표현기법을 공부하여 표현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개인별 작품의 독창성을 함양시키고자 함.

In this course we practice the traditional media of `Ji(paper), Pil(brush), Mook(ink)' and the various modern artistic media 

and we study the korean painting's specific composition and techaniques of expression. By doing so we pursue 

expanding the fields of expression and raising the power of artistic inventions.

● 미술실기지도법(505184)

Instruction on Practices of Fine Arts

본 교과는 미술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미술 분야를 학습 현장에서 실제 학습 대상에 알맞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동기 유발 방법, 사고 기법 적용 방법, 교재 ․ 교구 활용 방법 

등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학습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s based on the theory of art education and art for a variety of real learning in the field learning the target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to map the history of education, culture and art a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this 

purpose, motivation, how to buy how to apply techniques, materials. Parish as how to utiliz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learning and teaching creative writing learning site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al ability is to equip.

● 금속디자인Ⅲ(505359)

Metal Craft DesignⅢ

금속공예전공의 수업과정 중 근간을 이루는 수업형태로 <금속공예 1>을 시작으로 향후 4학기 동안 진행되는 연계된 과정이다.

다양한 금속공예의 조형언어들 중에서 금속공예의 전통적인 가공기법과 현대적 가공기법을 비교 검토하여 시대적 개념을 

이해하며이들 기술들을 구사하는 폭넓은 조형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기존의 기본 기법 습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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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eries class of Metalwork & Jewelry continues 4semesters.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survey various 

methods for working with metal from time periods to allow more universal comprehension of technique and application. 

Based on the basic skills obtained in the past course, this course is when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show their originality 

in design and expression.

● 금속디자인Ⅳ(505360)

Metal Craft DesignⅣ

금속공예전공의 수업과정 중 근간을 이루는 수업형태로 <금속공예 1>을 시작으로 향후 4학기 동안 진행되는 연계된 과정이다.

다양한 금속공예의 조형언어들 중에서 금속공예의 전통적인 가공기법과 현대적 가공기법을 비교 검토하여 시대적 개념을 

이해하며이들 기술들을 구사하는 폭넓은 조형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기존의 기본 기법 습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The first series class of Metalwork & Jewelry continues 4semesters.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survey various 

methods for working with metal from time periods to allow

more universal comprehension of technique and application.

Based on the basic skills obtained in the past course, this course is when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show their originality 

in design and expression.

● 사진과표현(505887)

Photography ＆ Presentation

사진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카메라 사용법 및 현상, 인화 등 기본적인 암실작업의 기술을 터득하면서 표현방법을 

연구한다.

With the connection of basic courses, teach the students practicable photo technique experimentally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work.

● 소조Ⅰ(505956)

ModelingⅠ

입체적 조형 표현을 위한 전공 과정으로 기초 조소의 인체 연구를 더욱 구체화 내지 확대하여 조소 전공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공간 설정의 시야를 넓히고 입체 조형미의 본질적인 파악에 주력하여 조소 작품의 체계를 확립한다.

Pave the way for carving and modeling major with enlargement or actualization of body study of basic in carving and 

modeling as a major process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And enlarge the views of space establishment and 

comprehend the beauty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so establish the system of carving and modeling work.

● 소조Ⅱ(505957)

ModelingⅡ

입체적 조형 표현을 위한 전공 과정으로 기초 조소의 인체 연구를 더욱 구체화 내지 확대하여 조소 전공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공간 설정의 시야를 넓히고 입체 조형미의 본질적인 파악에 주력하여 조소 작품의 체계를 확립한다.

Pave the way for carving and modeling major with enlargement or actualization of body study of basic in carving and 

modeling as a major process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And enlarge the views of space establishment and 

comprehend the beauty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so establish the system of carving and modeling work.

● 소조Ⅲ(505958)

ModelingⅢ

입체적 조형 표현을 위한 전공 과정으로 기초 조소의 인체 연구를 더욱 구체화 내지 확대하여 조소 전공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공간 설정의 시야를 넓히고 입체 조형미의 본질적인 파악에 주력하여 조소 작품의 체계를 확립한다.

Pave the way for carving and modeling major with enlargement or actualization of body study of basic in carving and 

modeling as a major process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And enlarge the views of space establishment and 

comprehend the beauty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so establish the system of carving and modeling work.

● 소조Ⅳ(5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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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Ⅳ

입체적 조형 표현을 위한 전공 과정으로 기초 조소의 인체 연구를 더욱 구체화 내지 확대하여 조소 전공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공간 설정의 시야를 넓히고 입체 조형미의 본질적인 파악에 주력하여 조소 작품의 체계를 확립한다.

Pave the way for carving and modeling major with enlargement or actualization of body study of basic in carving and 

modeling as a major process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And enlarge the views of space establishment and 

comprehend the beauty of three dimension molding expression, so establish the system of carving and modeling work.

● 신발디자인Ⅳ(505992)

Footwear Design Ⅳ

전공의 이해와 창조적 사고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신발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인 표현 연구와 객관적, 과학적 

근거의 설정 및 구조 분석과 형태 연구 능력을 연마하는데 교육 목적을 둔다.

It deepens a medical specialist gain and loss and a creative accident ability the versatility against a shoes design with the 

curriculum for it puts the place educational objective which polishes the explanation and a structural analysis and a form 

research ability of expression research and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

● 재료와형상Ⅰ(506115)

Studies in Materials & FormsⅠ

다양한 재료의 재질을 감각하고 재료의 표현적 특성을 학습하는 한편 형상 표현에 있어서 재료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Let them understand the meaning and worth of material when the students express the shapes, learn expressive features 

and feel the quality of multiple material.

● 재료와형상Ⅱ(506116)

Studies in Materials & FormsⅡ

다양한 재료의 재질을 감각하고 재료의 표현적 특성을 학습하는 한편 형상 표현에 있어서 재료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Let them understand the meaning and worth of material when the students express the shapes, learn expressive features 

and feel the quality of multiple material.

● 현대사회와미술(506283)

Modern Society and Fine Arts

현대사회의 제반 양상(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과 이에 대한 다양한 미술적 대응의 사례를 연구 검토함으로써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면서 이를 작품화하는 능력을 키운다.

In this course, first, we study the relation of fine arts and various(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ideological) phases of 

modern society. And we cultivate the capacity of making works of arts which reflect and express our lives in this modern 

society.

● 혼합매체연구Ⅰ(506301)

The Study of Complex Media Ⅰ

작업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적합한 매체를 탐구하고 선택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감각과 

능력을 키운다.

Search for the proper media to shape topics which the students are willing to express through work and then cultivate 

ability and sense to utilize it properly.

● 혼합매체연구Ⅱ(506302)

The Study of Complex Media Ⅱ

작업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적합한 매체를 탐구하고 선택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감각과 

능력을 키운다.

Search for the proper media to shape topics which the students are willing to express through work and then cultivate 

ability and sense to utilize it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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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실무(506600)

Field Team Teaching in Design

졸업작품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량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개개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득력'과 '창의력'을 갖춘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udents will learn to make their works to be presented at their graduation work show in a way that they are capable of 

becoming competent and capable designers after graduation by showing their works equipped with persuasiveness and 

creativity.

● 3D컴퓨터디자인Ⅰ(507492)

3D Computer Design Ⅰ

디자인 작업을 위한 컴퓨터 관련 기술과 사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수업이다. 또한, 컴퓨터 

응용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2차원 및 3차원 디자인 실습에 따른 디자인 도구로서의 적용 및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의 상호 호환적 사용법을 익히고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Design work for the understanding and usage of computers and related technology, which allows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classroom mind set. In addition, computer ap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design and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design tool as a design exercise based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nd 

reviewing. The project proceeds through the hardware, software and network technology of computer graphics learning 

about mutual usage of the information, comprehensively analyzed.

● 3D컴퓨터디자인Ⅱ(507493)

3D Computer Design Ⅱ

디자인 작업을 위한 컴퓨터 관련 기술과 사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수업이다. 또한, 컴퓨터 

응용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2차원 및 3차원 디자인 실습에 따른 디자인 도구로서의 적용 및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의 상호 호환적 사용법을 익히고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Design work for the understanding and usage of computers and related technology, which allows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classroom mind set. In addition, computer ap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design and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design tool as a design exercise based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nd 

reviewing. The project proceeds through the hardware, software and network technology of computer graphics learning 

about mutual usage of the information, comprehensively analyzed.

● 채묵화실기Ⅰ(507683)

Chinese Ink Painting Ⅰ

수묵과 채색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현의 다양성과 능력을 키워준다.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ndian ink painting and colored painting through the organic reanic reations between 

indian ink and coloring, foster the ability and variety of expression.

● 채묵화실기Ⅱ(507684)

Chinese Ink Painting Ⅱ

수묵과 채색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현의 다양성과 능력을 키워준다.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ndian ink painting and colored painting through the organic reanic reations between 

indian ink and coloring, foster the ability and variety of expression.

● 채묵화실기Ⅲ(507685)

Chinese Ink Painting Ⅲ

수묵과 채색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현의 다양성과 능력을 키워준다.

2017.02.22 10:38:3617 / 33[Uca0402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ndian ink painting and colored painting through the organic reanic reations between 

indian ink and coloring, foster the ability and variety of expression.

● 조형기법Ⅰ(507692)

Technique for Construction Ⅰ

재료의 구조와 제작기법을 습득하여 작품을 만들고 응용하는 능력을 터득한다.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materials construction, product methods, construction of materials, and make out application 

practical work.

● 조형기법Ⅱ(507693)

Technique for Construction Ⅱ

재료의 구조와 제작기법을 습득하여 작품을 만들고 응용하는 능력을 터득한다.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materials construction, product methods, construction of materials, and make out application 

practical work.

● 인물소재연구Ⅰ(508118)

Expression of Fiqure Ⅰ

인물이라는 주요 모티브의 다각적인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이를 통해 형상표현의 기초적인 능력이 개발되도록 한다.

Through the multi-dimensional studies in various expressions of the figure, this course aims to build up the ability of the 

expressions of figure.

● 인물소재연구Ⅱ(508119)

Expression of Fiqure  Ⅱ

인물이라는 주요 모티브의 다각적인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이를 통해 형상표현의 기초적인 능력이 개발되도록 한다.

Through the multi-dimensional studies in various expressions of the figure, this course aims to build up the ability of the 

expressions of figure.

● 조형기법Ⅲ(508130)

Technique for Construction  Ⅲ

재료의 구조와 제작기법을 습득하여 작품을 만들고 응용하는 능력을 터득한다.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materials construction, product methods, construction of materials, and make out application 

practical work.

● 조형기법Ⅳ(508131)

Technique for Construction  Ⅳ

재료의 구조와 제작기법을 습득하여 작품을 만들고 응용하는 능력을 터득한다.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materials construction, product methods, construction of materials, and make out application 

practical work.

● 채색화실기Ⅰ(508138)

Chinese Color Painting Ⅰ

전통적인 채색화법을 기초로 하여 현대에 새롭게 개발된 색채나 매체를 사용하여 채색화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Based on the traditional coloring techniques foster the ability that extend field of color painting use the color or materials 

which newly developed in today.

● 채색화실기Ⅱ(508139)

Chinese Color Paintin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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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채색화법을 기초로 하여 현대에 새롭게 개발된 색채나 매체를 사용하여 채색화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Based on the traditional coloring techniques foster the ability that extend field of color painting use the color or materials 

which newly developed in today.

● 인테리어디자인Ⅲ(508163)

Interior Design Ⅲ

인테리어디자인의 실무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간디자이너로서 알아야할 전 과정을 학습한다. 디자인의 자기주도 

학습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인테리어 디자인에서의 실무능력을 강화한다.

Perform the practical design projects terrier designs and learn the whole process you need to know as a designer space. 

Rais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o enhance the design of practical skills in interior design.

● 디지털공예디자인Ⅰ(508174)

Digital Craft Design Ⅰ

공예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수공예제작을 넘어 

디지털화 및 자동화된 새로운 제작기법과 생산과정을 연구한다.

The familiarity against the digital relation software which is various is necessary to an industrial art field and a hardware 

equipment it goes over a traditional manual example production with character and it becomes it researches digitalization 

and automatic anger and a new making machine law department production process.

● 디지털공예디자인Ⅱ(508175)

Digital Craft Design Ⅱ

공예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수공예제작을 넘어 

디지털화 및 자동화된 새로운 제작기법과 생산과정을 연구한다.

The familiarity against the digital relation software which is various is necessary to an industrial art field and a hardware 

equipment it goes over a traditional manual example production with character and it becomes it researches digitalization 

and automatic anger and a new making machine law department production process.

● 리빙크라프트디자인Ⅰ(508488)

Living Craft Design Ⅰ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연구, 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 하여,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영역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Students shall develop the capability of applying the life necessities or appliances used in daily lives to the more creative, 

practical design in various ways.

● 리빙크라프트디자인Ⅱ(508489)

Living Craft Design Ⅱ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연구, 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 하여,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영역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Students shall develop the capability of applying the life necessities or appliances used in daily lives to the more creative, 

practical design in various ways.

● 리빙크라프트디자인Ⅲ(508490)

Living Craft Design Ⅲ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연구, 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 하여,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영역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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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shall develop the capability of applying the life necessities or appliances used in daily lives to the more creative, 

practical design in various ways.

● 리빙크라프트디자인Ⅳ(508491)

Living Craft Design Ⅳ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연구, 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 하여,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영역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Students shall develop the capability of applying the life necessities or appliances used in daily lives to the more creative, 

practical design in various ways.

● 공예산업연구와기획(산학연계학)(508543)

Craft Industry & Planning(Field Team Teaching)

전공자들을 위한 공예산업에 관한 개괄적 소개이다. 특히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예산업 활동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공예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한다. 공예 관련 산업과 공예전공자들의 공방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세미나 

수업을 통해 국내와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다. 공예산업의 관련된 전문가들을 팀티칭을 통하여 만나보며 세미나 수업을 진행한다.

It is a summary introduction regarding the industrial art industry for the military merit sleeping field. It researches the various 

branch industrial art industry activity which is advanced specially in our time with today it understands the value and a 

quality of industrial art. It researches the various fact regarding an industrial art relation industry and the offense and 

defense operation of the industrial art military merit sleeping field systematically and seminar study it leads and the 

instance of country and the foreign nation it researches. The specialists who industrial art industry relate the team teaching 

it leads and it meets and it sees and a seminar study it advances.

● 산학연계학Ⅰ(508612)

Industrial Related CourseⅠ

디자이너의 사회, 문화적 소양을 높임으로 자신의 디자인 행위에 보다 폭넓은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목이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여러 학문 분야의 강사진이 주 단위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한다.

The society of the designer, to raise a cultural knowledge with the width which it sees in design act of oneself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ing the conversion of wide accident and appearance in order to be, description below with the 

subject for, contemporary history meeting it lectures information the lecturer position of the specialist who engages to the 

service which is various and various area of study about the area of expertise of oneself at week unit in seminar format.

● 산학연계학Ⅱ(508615)

Industrial Related CourseⅡ

디자이너의 사회, 문화적 소양을 높임으로 자신의 디자인 행위에 보다 폭넓은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목이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여러 학문 분야의 강사진이 주 단위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한다.

The society of the designer, to raise a cultural knowledge with the width which it sees in design act of oneself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ing the conversion of wide accident and appearance in order to be, description below with the 

subject for, contemporary history meeting it lectures information the lecturer position of the specialist who engages to the 

service which is various and various area of study about the area of expertise of oneself at week unit in seminar format.

● 현대디자인정보(산학연계학)(508729)

Communication of Modern Design(Field Team Teaching)

19세기말 현대 디자인 성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흐름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기술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해가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항상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디자인적 사고력을 기른다.

It reaches to 19 centurial end modern design formation after today until design it flows historical background, social, 

cultural. It arranges the psychological and technical side systematically and explanation is thin and it collects information 

which is new, about under analyzing always newly it raises the design thinking faculty it will be able to pursue the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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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기획과디자인Ⅰ(508890)

Advertisement strategy & DesignⅠ

광고이론과 제작에 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인쇄매체, TV영상매체에 표현하는 실제적 광고제작능력을 키운다. 또한 매 과제에 

대한 광고컨셉의 근거와 아이디어 도출방법, 표현방법 등을 분석, 제작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실무적용 능력을 키운다.

The strategic approach regarding an advertisement theory and a production it leads and it expresses in print medias and 

TV image media the actual advertisement production ability which it raises. Also the advertisement against every subject 

analyzes a ground and an idea escape method and the expressive method back, about under producing the reel raises the 

practical application ability which leads.

● 광고기획과디자인Ⅱ(508891)

Advertisement strategy & DesignⅡ

광고이론과 제작에 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인쇄매체, TV영상매체에 표현하는 실제적 광고제작능력을 키운다. 또한 매 과제에 

대한 광고컨셉의 근거와 아이디어 도출방법, 표현방법 등을 분석, 제작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실무적용 능력을 키운다.

The strategic approach regarding an advertisement theory and a production it leads and it expresses in print medias and 

TV image media the actual advertisement production ability which it raises. Also the advertisement against every subject 

analyzes a ground and an idea escape method and the expressive method back, about under producing the reel raises the 

practical application ability which leads.

● 광고사진기법(508892)

Commercial Photography Design

광고의 컨셉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사물의 분석과 연출, 조명법 등 실습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광고사진제작에 초점을 두고 이미지에 

최대한의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촬영테크닉과정을 실습한다.

It focuses on creative commercial photography design based on the analysis, direction and lighting method of objectives in 

the concept of advertisement, and practices photography shooting technique for maximizing visual effect.

● 디자인컨텐츠기획(508893)

Design contents planning

디자인개발을 위한 기획 및 전략설정에 요구되는 제반 기술을 연구한다. 시장, 경쟁, 사회 환경 등의 분석기법, 혁신적 

디자인개념의 창출 및 평가기법의 연구와 함께 주제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략 및 기획서의 작성방법을 습득한다. 디자인기획서의 

작성 후에 인력의 구성 및 구체화 과정에서의 팀 간의 협업체제를 학습하고, 결과물의 검증과 기획안 수정으로 다시 순환하는 

디자인개발 프로세스를 익힌다.

Techniques needed for product development planning and strategizing are covered. Topics include analysis of 

developments in market, competition, and society, and producing and evaluating innovative design concepts. Students will 

learn how to write strategies and plans through case studies. Cooperating system between teams is led in the process of 

embodiment and the organization of manpower after design planning.

● 디자인컨텐츠기획(창업)Ⅰ(508894)

Design contents planning(Venture)Ⅰ

“쇼핑몰 백화점” 카페와 산학연계를 통해 장신구 백화점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졸업 후에는 쥬얼리를 첨가한 장신구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By academic-industrial coalition with “shopping mall department store” café, it aims to learn necessary knowledge for 

jewelry department foundation and to equip an ability to make jewelry shopping mall after graduation.

● 디자인컨텐츠기획(창업)Ⅱ(508895)

Design contents planning(Venture)Ⅱ

“쇼핑몰 백화점” 카페와 산학연계를 통해 장신구 백화점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졸업 후에는 쥬얼리를 첨가한 장신구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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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ademic-industrial coalition with “shopping mall department store” café, it aims to learn necessary knowledge for 

jewelry department foundation and to equip an ability to make jewelry shopping mall after graduation.

● 멀티미디어디자인Ⅰ(508897)

Multimedia DesignⅠ

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각종 다양한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얼굴이며 실체인 그래픽이미지, 사진, 동영상,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의 구성요소와 뉴미디어에의 적용을 연구하고 제작한다.

It aims to study and manufacture multimedia elements and new media such as graphic image, photograph, video and 

sound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information era.

● 멀티미디어디자인Ⅱ(508898)

Multimedia Design Ⅱ

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각종 다양한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얼굴이며 실체인 그래픽이미지, 사진, 동영상,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의 구성요소와 뉴미디어에의 적용을 연구하고 제작한다.

It aims to study and manufacture multimedia elements and new media such as graphic image, photograph, video and 

sound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information era.

● 목공예디자인Ⅰ(508899)

Woodcraft DesignⅠ

목공예의 기초과정으로 먼저 목공실의 안전사고예방과 작업복장, 실기실 사용규칙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하도록 한다. 목재에 대한 

이해, 올바른 목재 식별법과 사용법을 익힌다. 목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며 기본적인 수공구 사용법과 이를 이용한 

기본짜임기법 및 기초조각기법 등을 익힌다.

Through this basic woodworking course students will first and foremost be well-informed of the prevention of 

safety-accidents, the proper work attire, and the operating rules of the lab. An understanding of lumber, how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oper materials and how to use them will be mastered. Hand tools used in basic joinery, fabricating 

techniques, etc will be mastered by understanding the types of lumber and their characteristics.

● 목공예디자인Ⅱ(508900)

Woodcraft DesignⅡ

목공예의 기초과정으로 먼저 목공실의 안전사고예방과 작업복장, 실기실 사용규칙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하도록 한다. 목재에 대한 

이해, 올바른 목재 식별법과 사용법을 익힌다. 목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며 기본적인 수공구 사용법과 이를 이용한 

기본짜임기법 및 기초조각기법 등을 익힌다.

Through this basic woodworking course students will first and foremost be well-informed of the prevention of 

safety-accidents, the proper work attire, and the operating rules of the lab. An understanding of lumber, how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oper materials and how to use them will be mastered. Hand tools used in basic joinery, fabricating 

techniques, etc will be mastered by understanding the types of lumber and their characteristics.

● 브랜드패키지디자인Ⅰ(508903)

Brand Package Design Ⅰ

소비문화의 변화에 적응하고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포장이 갖는 실용적이고 심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포장의 방향을 모색한다. 마케팅 접근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제품을 선정하여 새로운 포장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연구한다.

Adapt the change trend of consumption culture, understand the practical and aesthetic role which is taken wrapping for the 

solution of matters on the flank in our circumstance, and search for the resonable wrapping direction. through a marketing 

access and strategical analysis, deliberate the systematical method and study and find the possibility of the new wrapping 

selecting the goods.

● 브랜드패키지디자인Ⅱ(508904)

Brand Package Desig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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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문화의 변화에 적응하고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포장이 갖는 실용적이고 심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포장의 방향을 모색한다. 마케팅 접근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제품을 선정하여 새로운 포장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연구한다.

Adapt the change trend of consumption culture, understand the practical and aesthetic role which is taken wrapping for the 

solution of matters on the flank in our circumstance, and search for the resonable wrapping direction. through a marketing 

access and strategical analysis, deliberate the systematical method and study and find the possibility of the new wrapping 

selecting the goods.

● 비쥬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Ⅰ(508905)

Visual communication DesignⅠ

주제에 적합한 효과적인 그래픽 표현기법을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능력을 신장한다. 또한 디자인과 문화의 

상관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중점으로 포스터 등의 인쇄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와 과제를 통해서 

독창적으로 디자인하는 시각적 사고능력을 기른다.

It aims to improve various graphic abilities to explore effective graphic expression technique for theme. And, it raises visual 

thinking ability for creative design through specific cases and tasks using printed media such as poster and electronic 

media focusing on various problems derived from correlation between design and culture.

● 비쥬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Ⅱ(508906)

Visual communication DesignⅡ

주제에 적합한 효과적인 그래픽 표현기법을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능력을 신장한다. 또한 디자인과 문화의 

상관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중점으로 포스터 등의 인쇄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와 과제를 통해서 

독창적으로 디자인하는 시각적 사고능력을 기른다.

It aims to improve various graphic abilities to explore effective graphic expression technique for theme. And, it raises visual 

thinking ability for creative design through specific cases and tasks using printed media such as poster and electronic 

media focusing on various problems derived from correlation between design and culture.

● 사진디자인과이미지(508907)

Photography & Image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중요한 표현기법으로서 사진의 다양한 표현기량을 함양하고, 이미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언어로서의 

사진을 라이프 포토그래피를 통해 이해한다.

As an important expression method of communication design, it improves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of photography 

and understands life photography as a visual language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image.

● 시각디자인연구(508910)

Visual communication Design Study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개인 적성과 앞으로의 진로 탐색과 관련되는 개인별 디자인 연구 과제를 

창의적으로 발굴하는 능력과, 조사, 분석, 종합, 디자인 방향 등 방법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종합능력을 

기른다.

It aims to raise integrate design capacity to develop creative design research tasks related to personal talent and career 

exploration in th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industry and to solve problems effectively in terms of investigation, 

analysis, integration and design direction.

● 아이덴티티디자인Ⅰ(508911)

Identity DesignⅠ

새로운 기업과 상품 이미지의 창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업 이미지의 통일화 방안과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에 패키지디자인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디자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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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mproves corporative image unification method and brand development capacity to understand effective design strategy 

for a new company and product image in an integrated perspective. It is added by active application scheme of package 

design to solve design problems.

● 아이덴티티디자인Ⅱ(508912)

Identity DesignⅡ

새로운 기업과 상품 이미지의 창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업 이미지의 통일화 방안과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에 패키지디자인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디자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It improves corporative image unification method and brand development capacity to understand effective design strategy 

for a new company and product image in an integrated perspective. It is added by active application scheme of package 

design to solve design problems.

● 영상컨텐츠디자인Ⅰ(508913)

AV Content DesignⅠ

디지털 재현 과정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새로운 응용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 디지털 이미지 작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기술적인 측면을 도와 새로운 작업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각정보의 요소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디자인 능력을 웹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기를 통하여 기른다.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digital reconstruction to make the foundation required for new 

application and use it to digital image work. It is the a process to give support to new works through the technical learning.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will learn the creative design of visual information and elements in a practical, effective way 

using the web edition program practices.

● 영상컨텐츠디자인Ⅱ(508914)

AV Content DesignⅡ

디지털 재현 과정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새로운 응용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 디지털 이미지 작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기술적인 측면을 도와 새로운 작업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각정보의 요소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디자인 능력을 웹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기를 통하여 기른다.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digital reconstruction to make the foundation required for new 

application and use it to digital image work. It is the a process to give support to new works through the technical learning.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will learn the creative design of visual information and elements in a practical, effective way 

using the web edition program practices.

● 커머셜쥬얼리Ⅰ(508918)

Commercial JewelryⅠ

컴퓨터를 통한 3차원그래픽, 제품의 설계, 이미지 등을 효율적으로 생성, 표현 해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3D 디자인의 기초 

프로그램인 Rhino를 습득하여 3D 디자인의 기본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이 강의를 통해 3D프로그램인 Rhino를 비롯해 

Photoshop, Illustrator 등 프로그램을 응용한 실무디자인에 중점을 둔다.

The plan and the image back of 3 dimension graphic which leads the computer and the product creates, the expressive 

whole country puts the objective of the place efficiently. Also, Rhino where it is a fundamental program of 3D designs about 

under finding basic of 3D designs it is ripened and to give a place help it does to sleep. This strong will it leads and Rhino 

where they are 3D programs and it begins applies Photoshop and Illustrator back program an importance in the practical 

design which it puts.

● 커머셜쥬얼리Ⅱ(508919)

Commercial JewelryⅡ

컴퓨터를 통한 3차원그래픽, 제품의 설계, 이미지 등을 효율적으로 생성, 표현 해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3D 디자인의 기초 

프로그램인 Rhino를 습득하여 3D 디자인의 기본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이 강의를 통해 3D프로그램인 Rhino를 비롯해 

Photoshop, Illustrator 등 프로그램을 응용한 실무디자인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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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 and the image back of 3 dimension graphic which leads the computer and the product creates, the expressive 

whole country puts the objective of the place efficiently. Also, Rhino where it is a fundamental program of 3D designs about 

under finding basic of 3D designs it is ripened and to give a place help it does to sleep. This strong will it leads and Rhino 

where they are 3D programs and it begins applies Photoshop and Illustrator back program an importance in the practical 

design which it puts.

● 퍼니쳐디자인(508920)

Furniture design

공간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제시되는 가구를 만족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3차원의 공간 계획으로서 가구디자인, 가구배치, 

색채처리, 조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과 현대주거공간에서 기능성, 심미성 등 복합적인 디자인 요소를 구사하고 주생활 및 

문화를 향상토록 실기와 이론을 통하여 학습한다.

As a spatial planning in 3-D that can be presented satisfactorily furnitu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pace furniture design, functional furniture placement, color processing, a comprehensive plan and modern 

living spaces ranging from lighting, complex, such as aesthetics speak design elements and learn through practical and 

theory ever improving primary life and culture.

● 공공미술연구(509278)

Studies of Public Art

공공미술에 대한 사례 연구와 공공이란 개념을 연구하고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적용 시킬 수 있는 상호 작용적 조형 기법을 

연구한다. 도시의 주거 공간, 사회적 공간, 공공 공간의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장르를 

탐구한다.

Students will study a new genre of public art that includes both 2D and 3Dwork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specific sites 

such as living spaces in the city, social spaces and public spaces.

● 도시환경벽화(509280)

Environmental mural painting

평면회화, 모자이크, 부조 등 장식벽화의 다양한 재료와 조형방식을 연구하고 미니어처로 제작해본다. 실제 현장공간이 가진 조건 

위에서 실내 공간 또는 실외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심미적 공간연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In this course we practice environmental mural painting. We study various materials and plastic methods of mural painting 

and practice the aesthetic space production in various given conditions of inner and outer spaces.

● 한국화창작실기Ⅰ(509282)

Recreating Korea Painting Ⅰ

현대적인 조형 감각의 한국화 창작을 통하여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Through a formative sense and the creation of artistic works, his course aims at seeking for an establishment of creative 

world.

● 현대조각(509283)

Contemporary Sculpture

대 조각의 흐름을 이해하며 동시대에 나타나는 조각의 개념을 연구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미디어들을 활용하여 확장하는 조각의 개념을 연구하고 제작기법을 개발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he key concepts of sculptur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art. Students 

will study expanding concepts of sculpture and develop related skills by using new media.

● 혼합매체실습Ⅰ(509284)

Mixed Media & Expression Ⅰ

전통적인 재료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들을 개별적으로 구사하거나 혼합적으로 구성하며 제작하는 한편 매체의 의미를 사회적 

문화적 콘텍스트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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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full use of different but very new media different from traditional  material individually, compose complexly or produce 

and in other words access the meaning of media to social and cultural context.

● 뉴미디어아트(509286)

New media art

뉴미디어 아트를 위한 영상제작과 컴퓨터 활용을 연구 실습한다.

Fundameantal study of computer skills such as adove phtoshop, Adobe premiere in order to understand practical of 

creating new

media artwork.

● 전통회화창작실기(509289)

Recreating Korea Painting

전통회화의 조형적 기본개념을 비탕으로 재료와 기법을 운용하여 각자의 회화세계를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자기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기른다.

Through a formative sense and the creation of artistic works, his course aims at seeking for an establishment of creative 

world.

● 한국화창작실기Ⅱ(509290)

Recreating Korea Painting Ⅱ

현대적인 조형 감각의 한국화 창작을 통하여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Through a formative sense and the creation of artistic works, his course aims at seeking for an establishment of creative 

world.

● 혼합매체실습Ⅱ(509291)

Mixed Media & Expression Ⅱ

전통적인 재료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들을 개별적으로 구사하거나 혼합적으로 구성하며 제작하는 한편 매체의 의미를 사회적 

문화적 콘텍스트에서 접근한다.

Make full use of different but very new media different from traditional  material individually, compose complexly or produce 

and in other words access the meaning of media to social and cultural context.

● 환경조각(509292)

Environmental Sculpture

환경조각은 조소의 순수조형성을 바탕으로 회화,건축 그리고 공예 등의 공간성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실생활에 

연관되는 친환경적 조형예술을 창의적으로 연구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적한 친환경예술을 창조하며 미래의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Environmental sculpture  makes out space and plastic concept of the pure formative fine arts, such as painting, 

architecture, design and it studies friendly environment plastic arts in our practical life circumstances. Especially, for the 

sake of creative friendly Environment plastic arts, We have aim to make struggle for betterment our cultural life in future.

● 현대미술론(산학연계학)(509513)

Theory of Modern Arts

19세기말 전환기부터 오늘날 이르는 현대 미술의 궤적을 그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개관한다.

Generally surveying the artistic theories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this course is focused on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philosophical,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modern arts.

● 미술과비평(산학연계학)(509514)

Art and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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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비평의 제반 원리적 문제와 현대의 다양한 비평이론들, 그리고 각 비평이론에 걸맞는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미술과 비평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Through a comprehensive study of contemporary major works and artists and through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themes, forms, contents, and media, this course focuses on deepening the perspectives of the students on the artistic 

world.

● 3D컴퓨터디자인Ⅲ(509528)

3D computer design Ⅲ

제품 디자인분야 등의 실무에 필요한 3D 모델링기법을 교육하여 디지털 디자인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라이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실무에 활용 가능한 중급이상의 모델링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급 과정으로 구성된다.

3D modeling techniques and training required for the practice of design disciplines including product consists of advanced 

courses to acquire intermediate or more possible modeling methods utilized from the Rhino interface with hands-on course 

designed to foster digital literacy.

● 3D컴퓨터디자인Ⅳ(509529)

3D computer design Ⅳ

개개인의 독창적인 사고와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혹은 타 분야와의 통섭을 통한 과정 진행이 적극적으로 

유도 될 것이며 제품디자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3D 모델링 기법을 응용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3D 프린팅을 통한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Individual creative thinking and experts around the passion for design or process goes through consilience with other 

sectors this will positively be guided 3D printing to improve the design complete application of 3D modeling techniques in 

conjunction with a product design project the hands-on training in parallel through.

● 공예산업디자인실무(509598)

Graduation work project Craft Industrial Design Practice

졸업작품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량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개개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득력'과 '창의력'을 갖춘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udents will learn to make their works to be presented at their graduation work show in a way that they are capable of 

becoming competent and capable designers after graduation by showing their works equipped with persuasiveness and 

creativity.

● 공예와컴퓨터Ⅰ(509599)

Crafts and Computer Ⅰ

디자이너의 새로운 도구인 컴퓨터를 이용한 Design Course로서 컴퓨터 응용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2차원 및 3차원 디자인 

실습에 따른 디자인 도구로서의 적용 및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As Design Course where it uses the computer which the designer is a new tool it applies as the design tool which it 

follows in the gains and losses against the principle of computer application design and 2 dimensions and 3 dimension 

design actual trainings and possibility to under investigating

● 공예와컴퓨터Ⅱ(509600)

Crafts and Computer Ⅱ

디자이너의 새로운 도구인 컴퓨터를 이용한 Design Course로서 컴퓨터 응용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2차원 및 3차원 디자인 

실습에 따른 디자인 도구로서의 적용 및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As Design Course where it uses the computer which the designer is a new tool it applies as the design tool which it 

follows in the gains and losses against the principle of computer application design and 2 dimensions and 3 dimension 

design actual trainings and possibility to under investigating

● 뉴미디어아트연구Ⅰ(50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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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new media artⅠ

뉴미디어 아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매체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미술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며 환경을 

이용하고 미디어 아트의 본질을 탐색한다.

Study new media art works systematically and let the students compose various media complexly, It produces new artistic 

space and searches the nature of media art.

● 뉴미디어아트연구Ⅱ(509649)

Study on new media artⅡ

뉴미디어 아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매체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미술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며 환경을 

이용하고 미디어 아트의 본질을 탐색한다.

Study new media art works systematically and let the students compose various media complexly, It produces new artistic 

space and searches the nature of media art.

● 디자인비지니스(창업)(509664)

Design business(founded)

디자인은 제품개발과 관련된‘조사-기획-생산-유통’의 밸류체인(value chain)의 모든 활동과 관계한다. 디자인경영의 제반 이론, 

전략적 원리와 지침, 정책, 산업구조, 기법, 관리, 마케팅,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영역을 사례연구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응용 

학습함으로써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디자인경영의 전(全) 단계를 경험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실질적 경영마인드를 배양한다.

Design and product development related to all the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of the value chain (value chain) of "research - 

Distribution Planning-Production'. Design various theories of management, strategic principles and guidelines, policy, 

industrial structure, technique, management, marketing, finance, practice the engineering area studies and pre-design 

management for the creative and effective design developed by Applied learning through projects such as experienced a 

stage, and cultured substantially management mindset and professional competencies in the design process.

● 디자인워크샵Ⅰ(509666)

Design workshopⅠ

디자이너의 사회, 문화적 소양을 높임으로 자신의 디자인 행위에 보다 폭넓은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여러 학문 분야의 강사진이 주 단위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한다.

The society of the designer, to raise a cultural knowledge with the width which it sees in design act of oneself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ing the conversion of wide accident and appearance in order to be, description below with the 

subject for, contemporary history meeting it lectures information the lecturer position of the specialist who engages to the 

service which is various and various area of study about the area of expertise of oneself at week unit in seminar format.

● 디자인워크샵Ⅱ(509667)

Design workshopⅡ

디자이너의 사회, 문화적 소양을 높임으로 자신의 디자인 행위에 보다 폭넓은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여러 학문 분야의 강사진이 주 단위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한다.

The society of the designer, to raise a cultural knowledge with the width which it sees in design act of oneself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ing the conversion of wide accident and appearance in order to be, description below with the 

subject for, contemporary history meeting it lectures information the lecturer position of the specialist who engages to the 

service which is various and various area of study about the area of expertise of oneself at week unit in seminar format.

● 라이노CADⅠ(509676)

Rhino CAD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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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예에서의 새로운 손이라고 할 수 있는 Rhino, Illustrator와 같은 3D, 2D 프로그램을 익히고, 그 특성과 장․단점 등을 파악한 

후 RP, CNC, 3D Scanning과 같이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금속공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조형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lass masters in 3D and 2D programs like Rhion, Illustrator, called new hands of Mertal work. Moreover get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use RP, CNC, 3D Scanning technology programs 

together.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ents get basic knowledge in utilizing digital forms.

● 라이노CADⅡ(509677)

Rhino CAD Ⅱ

금속공예에서의 새로운 손이라고 할 수 있는 Rhino, Illustrator와 같은 3D, 2D 프로그램을 익히고, 그 특성과 장․단점 등을 파악한 

후 RP, CNC, 3D Scanning과 같이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금속공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조형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lass masters in 3D and 2D programs like Rhion, Illustrator, called new hands of Mertal work. Moreover get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use RP, CNC, 3D Scanning technology programs 

together.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ents get basic knowledge in utilizing digital forms.

● 레저용품디자인Ⅰ(509680)

Leisure Products Design Ⅰ

다양한 재료와 구조, 기술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새로운 Concept의 전개와 새로운 형태를 연구케 한다. 아울러 

Low-Technic에 의해 형성되는 제품 디자인으로서 기능적, 구조적,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며 미적으로 독창성 있는 실무차원의 

디자인을 연구하는데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레저관련 용품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경험한다.

The variety of materials and structures, design skills to review the impa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new forms of 

Kerala New Concept. As well as product design formed by the Low-Technic worthy a functional, structural, and can 

economically to study the working level of the design that aesthetically originality. In particular, experience design focuses 

on meeting the rapidly growing design trend of leisure related products since the 2000s.

● 레저용품디자인Ⅱ(509681)

Leisure Products DesignⅡ

다양한 재료와 구조, 기술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새로운 Concept의 전개와 새로운 형태를 연구케 한다. 아울러 

Low-Technic에 의해 형성되는 제품 디자인으로서 기능적, 구조적,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며 미적으로 독창성 있는 실무차원의 

디자인을 연구하는데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레저관련 용품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경험한다.

The variety of materials and structures, design skills to review the impa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new forms of 

Kerala New Concept. As well as product design formed by the Low-Technic worthy a functional, structural, and can 

economically to study the working level of the design that aesthetically originality. In particular, experience design focuses 

on meeting the rapidly growing design trend of leisure related products since the 2000s.

● 매체연구Ⅰ(509691)

Study on Modern Ⅰ

재료와 기법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표현 기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화성의 추구와 독창적인 표현의 개발을 시도하여 조형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 한다.

Based on the touches and materials such as  course aims pursue of the new painting techniques and try to development of 

creative expressions hen open up a new field in fine arts.

● 매체연구Ⅱ(509692)

Study on Moder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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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기법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표현 기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화성의 추구와 독창적인 표현의 개발을 시도하여 조형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 한다.

Based on the touches and materials such as  course aims pursue of the new painting techniques and try to development of 

creative expressions hen open up a new field in fine arts.

● 미술기획현장학습Ⅰ(509709)

Field Research in Fine ArtsⅠ

작품을 창작․전시 과정, 미술관․화랑 등의 제반 운영양상, 큐레이팅과 미술비평의 역할 및 실천양상,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미술현장에 원활히 데뷔할 수 있도록 한다.

Let them participate in art field well with understanding and learning process of exhibition and creation work, the whole 

operation of art museum and gallery , practical activities of curating and roles and practical aspect in review of art and 

building portfolio.

● 미술기획현장학습Ⅱ(509710)

Field Research in Fine ArtsⅡ

작품을 창작․전시 과정, 미술관․화랑 등의 제반 운영양상, 큐레이팅과 미술비평의 역할 및 실천양상,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미술현장에 원활히 데뷔할 수 있도록 한다.

Let them participate in art field well with understanding and learning process of exhibition and creation work, the whole 

operation of art museum and gallery , practical activities of curating and roles and practical aspect in review of art and 

building portfolio.

● 산학과제프로젝트Ⅰ(509762)

Academic Research ProjectⅠ

장신구렌더링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산학협동을 통하여 실무 경험을 습득한다.

Bijou rendering knowledge learned through academic cooperative learning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 산학과제프로젝트Ⅱ(509763)

Academic Research Project Ⅱ

장신구렌더링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산학협동을 통하여 실무 경험을 습득한다.

Bijou rendering knowledge learned through academic cooperative learning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 서비스디자인(509772)

Design Services

사용자 경험이 상품경쟁력의 중요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디자인의 영역은 유형적인 제품을 넘어 무형적인 제품과 연계된 기업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보다 나은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유무형의 디자인을 탐색, 경험한다.

As the area of design, the user experience is emerging as a critical element of competitive products has been expanded 

beyond the tangible products to intangible products and associated business activities. In the tangible and intangible 

navigation design that can create a better experience in a variety of user contacts and experience.

● 서양화실기Ⅰ(509775)

Modern Painting Ⅰ

회화의 표현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발전시켜 가면서 조형언어로서의 평면회화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내면세계를 

회화적으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On the basis of diversified printing techniques and analytic experiments of materials,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ability 

in the expression of pure molding through the creative production of works.

● 서양화실기Ⅱ(509776)

Modern Paintin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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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표현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발전시켜 가면서 조형언어로서의 평면회화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내면세계를 

회화적으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On the basis of diversified printing techniques and analytic experiments of materials,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ability 

in the expression of pure molding through the creative production of works.

● 서양화실기Ⅲ(509777)

Modern Painting Ⅲ

회화의 표현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발전시켜 가면서 조형언어로서의 평면회화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내면세계를 

회화적으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On the basis of diversified printing techniques and analytic experiments of materials,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ability 

in the expression of pure molding through the creative production of works.

● 서양화실기Ⅳ(509778)

Modern Painting Ⅳ

회화의 표현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발전시켜 가면서 조형언어로서의 평면회화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내면세계를 

회화적으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On the basis of diversified printing techniques and analytic experiments of materials,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ability 

in the expression of pure molding through the creative production of works.

● 서양화연구Ⅰ(509779)

Research on Modern Painting Ⅰ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자신의 세계를 독특한 미술적 사고를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기량과 형상화 능력을 키운다. 

졸업작품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구현한다.

Have an experience of the meeting of important contemporary artists' art. By having a presentation and discussing  

individual opinions and thoughts about it, the students could improve the power of imagination and creative thoughts. 

Search for the meaning of visual and mental logics which are inherent in work.

● 서양화연구Ⅱ(509780)

Research on Modern PaintingⅡ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자신의 세계를 독특한 미술적 사고를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기량과 형상화 능력을 키운다. 

졸업작품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구현한다.

Have an experience of the meeting of important contemporary artists' art. By having a presentation and discussing  

individual opinions and thoughts about it, the students could improve the power of imagination and creative thoughts. 

Search for the meaning of visual and mental logics which are inherent in work.

● 시각조형론Ⅰ(509822)

Theory of Visual FormationⅠ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감성과 심리적 접근을 통하여 정량적, 정성적 원론을 이해하고 시대별 조형이미지 정보를 평가와 관점을 

학습한다. 조화의 의미를 이론과 개념을 통하여 조형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별 조형물과 기능구조를 분석하고 창조적 

이미지들이 변형을 통해 디자인에 적용되는 산업적 역할과 현대적 변화를 습득한다.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beauty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through the sensible and psychological 

access to it. They also evaluate the plastic image information by time and its points of view. In addition, the students 

should not only analyze the plastic structures by category and function through the theory and concept in order to know the 

meaning of harmony and but also learn the industrial role and modern changes of the creative images by studying how 

they is applied to design through creative changes.

● 시각조형론Ⅱ(509823)

Theory of Visual Formatio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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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감성과 심리적 접근을 통하여 정량적, 정성적 원론을 이해하고 시대별 조형이미지 정보를 평가와 관점을 

학습한다. 조화의 의미를 이론과 개념을 통하여 조형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별 조형물과 기능구조를 분석하고 창조적 

이미지들이 변형을 통해 디자인에 적용되는 산업적 역할과 현대적 변화를 습득한다.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beauty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through the sensible and psychological 

access to it. They also evaluate the plastic image information by time and its points of view. In addition, the students 

should not only analyze the plastic structures by category and function through the theory and concept in order to know the 

meaning of harmony and but also learn the industrial role and modern changes of the creative images by studying how 

they is applied to design through creative changes.

● 신발공학개론(509844)

Introduction to Engineering Shoes

종합 과학으로서 인간 공학의 기본 이론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 응용 방법과 그 평가 문제를 함께 다루어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이를 신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As a comprehensive science and to learn through the way of case studies that can be used to do this on the basis of the 

basic principles of ergonomics dealt with the design, application methods and assessment issues gireumyeo the ability to 

analyze data in a scientific footwear design.

● 영상미디어아트(509867)

Visual&media art

비디오 작품 제작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디지털 카메라 및 편집 기자재의 조작법을 학습한다.  촬영 및 편집실기를 연구하고 

영상매체 특유의 표현방법을 탐구한다.

Learn how to manipulate tools for editing and digital cameras and understand the basic theory of building video work. 

Search for the special expressive method of video media and study practical skill for editing.

● 영상미디어아트연구(509868)

Visual & media art of studies

영상 관련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폐쇄회로 카메라, 비디오 촬영, 편집 작업을 학습하며 다각적인 

영상작업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한다.

With utilizing of video media, study the method to express artistically. Learn closed circuit cameras, video filming and 

editing work and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various video work.

● 웹인터랙티브디자인Ⅰ(509894)

Web Interactive DesignⅠ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인터랙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웹디자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디자인 작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Based on the interac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 it examines actual cases of each digital area and 

applies it in the design work.

● 웹인터랙티브디자인Ⅱ(509895)

Web Interactive Design Ⅱ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인터랙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웹디자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디자인 작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Based on the interac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 it examines actual cases of each digital area and 

applies it in the design work.

● 유니버셜디자인(509900)

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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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건물, 환경 등을 디자인할 때 노인과 장애자,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람들의 신체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약간의 경비나, 

혹은 추가 경비의 부담 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Universal design has been recognized from the need to meet the needs and activities of various people, including the 

elderly and disabled, Child when designing products, buildings, environments and more. Thus, universal design i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roduct or some of the people, regardless of physical disability or expenses, or more 

than two people without the burden of additional costs can be aimed.

● 인테리어디자인Ⅳ(509927)

Interior Design Ⅳ

인테리어디자인의 실무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간디자이너로서 알아야할 전 과정을 학습한다. 디자인의 자기주도 

학습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인테리어 디자인에서의 실무능력을 강화한다.

Perform the practical design projects terrier designs and learn the whole process you need to know as a designer space. 

Rais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o enhance the design of practical skills in interior design.

● 인테리어디자인CAD(509928)

Interior design CAD

컴퓨터 그래픽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인 AUTO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도면을 KS에 맞게 완성하여 도면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By using computer graphics software, peripherals and AUTO CAD program and incubated with the ability to screen to 

complete the drawing to match the real drawing and KS administration.

● 장신구렌더링(509945)

Jewelry Rendering

귀금속의 의미와 영역을 인식시키고 창의적인 조형력을 합리적인 기초위에 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recious metals in the region to recognize the meaning and creative forces moldings and reasonable basis to the above 

models with the ability to create language.

● 제품디지털사진(509989)

Digital Photo Products

사진을 통한 조형적 시각개발과 촬영, 현상, 인화를 통한 메카니즘의 이해와 제반 기초이론을 통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사진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학습하고, 객관적 재현력을 배양하며, 제품디자인 전개와 정보 전달을 위한 사진의 활용 방법을 모색한다.

Figurative visual development shots through the photos, phenomena,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overall basic theory of 

the mechanism through print and learn the basic principles and concepts of analog and digital picture, and expressing the 

objective reproduction, product design development and information transfer seeking a way to take advantage of the photo.

● 조형과발상(509994)

Formative and ideas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모형제작을 통해 디자인의 구조 및 기초 조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형태와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연습으로서 구조디자인과 실제 제품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줄이도록 학습한다.

It aims to learn design structure and basic formation by making necessary model production necessary in design 

development process. Understanding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underlying design in three dimensions and learn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structure between the design and actual product as the practice of expres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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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패션디자인학과(Department of Fashion Design)

패션디자인학과는 지역사회 및 국내외 패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 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패션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패션에 대한 역사문화성, 사회유행성, 예술성, 과학물성을 이해하고, 

응용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패션디자인을 개발함과 동시에 마케팅을 통해 산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교육목표

패션산업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패션디자인과는 1983년 자연과학대학 내에 의류학과로서 설치인가를 받아 1984년 3월 

제 1회 신입생 40명을 맞이하였다. 2016년 2월 현재 제 29회에 걸쳐 1,293명의 학사를 배출하였다. 2004년부터는 학과 명칭을 

패션디자인학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과내용도 실기교육을 보강하여 패션전문인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5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으며 2008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다. 2006년 한(韓)패션센터를 개소하여 지식경제부 

2007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에 선정되었으며, 실무 패션디자인 개발 및 해외인턴십 유치 등 교육 및 취업면에서 타 

대학과는 차별화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패션디자인,섬유디자인,의복구성 및 복식, 패션마케팅, 섬유물리 및 섬유화학 등의 

연구분야에 6명의 전공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1991년 9월 제 1회 졸업작품발표회를 시작으로 매년 4학년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업능력을 작품으로 제작하여 발표회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제 24회를 개최하였다. 실무교육을 위하여 복식콘텐츠개발실, 

염색화학실험실, 섬유디자인실, 의류물리실험실, 의복구성실, CAD실, 패션디자인실, VMD실 등의 실험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섬유 및 패션 관련 산업체의 전문인으로서 사회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학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2학년부터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선택 이수할 수 있고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통해 현장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선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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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패션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전공핵심

● 패션디자인기초(300139)

Foundation of Fashion Design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한 이론의 학습과 도식화 실기를 통하여 패션디자인 실습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Studies a theoretical system and practical technique to ready for practice of fashion design

● 색채연구(400661)

Color Studies

디자인을 위한 색채의 체계적인 지식과 색채사용의 실제를 다룬다. 효과적인 색채계획을 위한 전반적인 색채관리능력을 연마한다.

A basic course in seeing and using color. Investigates a series of color problems to sensitize students to the interaction of 

color and color phenomena, and application of such knowledge to visual arts and design.

● 패션디스플레이(401119)

Fashion Display

현대에는 패션상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매장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점차로 두각되고 있다. 패션상품을 효율적으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기초 작업 및 기법을 익힌다.

The fashion store display becomes important to differentiate the fashion merchandise. First of all, to display fashion 

merchandise efficiently, basic techniques and skills would be acquired through this course.

● 의복구성(502885)

Clothing Construction

인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성 높은 의복원형을 구성하고, 디자인에 맞는 원형 활용법을 익힘으로써 의복 패턴 

디자인의 기초적 능력을 함양한다.

Introductory course of basic principles of flat pattern making. Scientific development of the master block and its use in 

drafting patterns.

● 침염및나염(503856)

Dyeing and Textile Printing

염색기법에 따른 기초 염색이론을 배운다. 합성염료를 이용한 침염법, 천연염료 추출법 및 전통염색법의 숙지, 이들을 개선한 

현대적인 다양한 염색기법들을 실습하며, 실크 스크린을 이용한 나염법 등을 의복 및 부속품 제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염색기법을 

습득하게 한다.

Shows how to get information about theory of dyeing and dye technique. Topics include extraction methods from various 

kinds of natural plants, color reproduction, related textile materials and dyeing chemistry.

● 텍스타일디자인(506220)

Textile Design

직물디자인에서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인 구성 사인 경사와 위사의 형상, 굵기 밀도에 관한 내용과 직물의 기본조직인 평직, 능직, 

그리고 주자직과 이로부터 유도되어지는 변화조직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물조직과 경위사의 색사배열에 따른 문양의 변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직물의 기본물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천의 의류 착용성능 특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최종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직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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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s to understand design element such as shape, density, linear density  of constituent warp and weft in woven fabric and 

basic weave structure ,ie, plain, twill, satin and derived weave from them. 

 And also the derived pattern of fabric from the combination weave and colored yarns arrangement will be discussed.

And furthermore  the prediction  system of  clothing wearing performance from basic physical properties of fabrics will be 

discussed.

And  the ability to design the fabric which corresponds final requiring performance will be developed.

◎ 전공심화

● 패턴메이킹(400690)

Pattern Making

인체와 의복 원형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상 디자인에 맞는 원형의 활용법을 익히고 여성복을 중심으로 디자인에 

대한 적합한 패턴을 설계하고 의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Application of basic flat pattern making techniques to women's basic styles. Includes concepts of style analysis and fit 

relationship.

● 염색학및실습(502543)

Dyeing Chemistry and Experiment

섬유재료와 염료와의 관계, 천연염료 및 합성염료의 종류와 특성, 염색조제에 따른 염착특성 등의 염색에 대한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실험 실습을 병행하여 염색법을 습득시킨다.

Introduces chemistry of dyeing laboratory experiments. Topics include coloration, color  reproduction, various kinds of 

dyestuff, textile materials and the related chemistry.

● 인체와피복(502966)

Human Body and Clothing

인체가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인체의 운동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기능적인 의복 구성을 위해 인체의 운동기능과 피복의 물리적인 

성질과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또한 외부의 환경조건과 의복 위생에 적합한 피복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찰하며 나아가 인체의 감성을 

만족하는 피복의 쾌적한 의류설계를 위하여 의류소재의 물성, 의복기능, 인간의 감성과의 관계를 과학적이며, 감각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e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of body motion and clothing physical properties are discussed at a point human factor 

for functional clothing construction. And the clothing physical properties studiable to clothing hygiene and environment are 

discussed. And the basic concept of textile and of clothing sensibility are discussed.

● 창작의상(503729)

Creative Costume Design

일반적인 트렌드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소재나 의상의 디자인 개발을 연습함으로써 

독창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Learn to harness creative energies and cultural influence to present innovative design solution that reach beyond popular 

forecasts. Personal interpretation and risk-taking are emphasized.

● 패션마케팅(504071)

Fashion Marketing

패션산업에서 다양한 마케팅분야와 관련된 기초적인 패션상품, 가격, 광고, 유통산업 및 경향과 용어를 이해한다.

This course helps to understand basic concepts of fashion marketing for the fashion industry and trends relating to 

products, price, promotion and channel distribution.

● 패션일러스트레이션(504073)

Fashion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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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의 창의적 표현과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의 형태에 대한 이해와 묘사, 

다양한 의상의 착장 표현 연습에 주력한다.

Students study the distinct features of human body and draw various human figures with clothing to utilize fashion 

illustration as a method to present creative ideas and  communicate informations.

● 섬유신소재(505943)

New Fiber Materials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의류용 첨단 섬유소재의 정보를 습득케 하고 이들의 제조법, 구조, 용도를 

이해하도록 한다.

The Properties of textile fibers are rapidly being changed and improved. An overview of fibers of the past. A guide for new 

fiber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wide range of fibers with properties to meet specific applications such as apparel, 

home furnishings, high performance fibers and non-woven materials.

● 어패럴프로세스(506011)

Apparel Process

의류제품의 봉제공정 및 봉목 형성원리를 이해시키고 봉제공정 특성, 봉제 소재의 특성, 그리고 최종 봉제제품의 성능 특성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함으로서 봉제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을 습득케 하고 나아가 봉제기술의 향상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Examines the sewing process, the principle of stitch formation and properties of sewing materials. Discusses good 

sewing.

● 염색워크숍(506019)

Dyeing Workshop

염색을 통한 섬유의 예술적 표현기법과 단계적 제작 방법을 다룬다. 워크숍을 통해 폭 넓은 재료와 기법을 배우고 패션을 창조하기 

위한 섬유표면디자인 및 아트패브릭을 제작한다.

An introduction to fabric dyes,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ethods of surface design. 

Beginning levels are given technical guidance in the use of dyes on fabric.

● 트렌드패턴메이킹(506226)

Trend Pattern Making

패션트렌드가 반영된 시즌 콜렉션의 트렌드패턴을 연구 설계하고, 의상을 제작함으로써 어패럴산업에서의 패턴 제작의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Comprehensive study of pattern making techniques in the development of seasonal collection for the fashion industry.

● 패션드레이핑(506227)

fashion Draping

패션드레이핑의 원리와 기본 표현법을 습득하고, 드레이핑에 의한 창의적인 의상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Draping techniques applied to fashion design. Advanced pattern making and construction through draping technique.

● 패션디자인프로세스(506228)

Fashion Design Process

패션의 주요한 주제와 트렌드에 대한 스토리보드 제작과 디자인 스케치를 통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패션디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Emphasis original design sketched of fashion collections. Develop both trade sketch and storyboard technique through 

exploration of components that form cohesiveness of collection as well as elements that introduce individual creativity and 

diversity.

● 프린팅디자인(5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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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Design

텍스타일 프린팅 디자인의 기초과정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배운다. 디자인을 제작하는 방법과 패턴에 따른 디자인을 

완성하고 프린팅 공정을 통해 디자인을 제품화한다.

Students are introduced to textile printing through a study of pattern design process, printing methods and materials. 

Includes other applications for the creation of artwear.

● 피복관리학(506251)

Detergency and Bleaching

피복의 요구성능, 형태손상, 변퇴색, 변질, 취화성 오염과 충해로부터의 관리 및 세제의 이화학적인 특성과 세탁, 표백, 

드라이크리닝 등의 어패럴 소재의 기술적 관리법을 습득케 한다.

Textile auxiliaries are essential for the dyeing, printing and finishing of textiles. Covers various kinds of detergency and 

whitening chemicals and their effect on textile garments. Explains the chemical structures of detergents, the wetting 

behavior of detergency on a solid surface and the physic-chemical relation between fiber and chemical wetting agents. 

Surface active properties and washing media like water, alkalis and detergents.

● 패션유통개론(506414)

Introduction of Fashion Channel Distribution

패션상품과 연관된 웹 등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통 현상을 이해한다.

This course offers basic channel distribution knowledge of the on & off stores for fashion merchandise.

● 패션소재가공학(506794)

Textile Finishing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의류용 첨단 섬유소재의 가공법을 소개하고 이들을 이용한 실제 제품의 설계, 구조 및 용도를 이해하도록 한다. 

섬유중합체에서 후가공에 이르는 기술복합화에 의한 기능화 기술개발로 어패럴 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목표성능에 

접근시키기 위한 부가가치 향상의 가공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Treats natural polymers and man-made fibers and their industrial uses.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extile 

fibers. Explains how improvement in fiber strength, toughness, resistance and dimensional stabilities has opened up 

immense new indusrial applications. Hydrophilic properties, dyeability, flammability, UV stability, soiling and static 

build-up. Offers backgrounds for chemical and physical modification of the fibers and a general picture of textile fiber 

manufaturing methods.

● 패션컬러스타일링(506795)

Fashion Color Styling

패션에 컬러코디네이션의 효과적인 응용으로, 적합한 패션표현과 분위기를 연출하게 한다. 패션컬러 및 스타일 진단 등의 

실무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응용력을 습득케 한다.

The course presents information on color combinations in different styles to create a desired effect and attitude through 

fashion. It features a practical training in color consulting, as well as a field trip study.

● 패션텍스타일(508106)

Fashion Textiles

융복합 과목으로, 한 주제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해하는 학습방식을 추구한다. 다방면의 전문가와의 대화, 현장체험, Field Study 

등에 자율적 참여를 독려한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창의력을 기른다.

The course assigns a broad range of projects. students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cquire specific experiences and 

knowledge through participating in a various field study. convergence gives students a new horizon and motivates 

creativity.

● 패션산업세미나(508355)

Fashion Industry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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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패션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큰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른 그룹 혹은 개인작업 

그리고 조사연구를 한다.

To copy with fast fashion environments, this course offers how to understand and to research fashion industry. Also, group 

or indinvidual work would be done.

● 패션제품분석(508356)

Analysis of Fashion Product

패션제품의 물리적 성능에 관한 이론과 그 물리적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방법 및 원리를 강의하고 실험을 통하여 시험기의 측정법 

및 시험편의 조작법을 습득시킨다.

The theory of physical performance of fashion products are discussed. 

And the test methods, principles of measurement of fashion products, physical properties are lectured.

And through the experiment, the operation of the tester  must be acquired.

● 캡스톤디자인Ⅰ(508707)

capstone designⅠ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다양한 소재와 재단방법의 접목을 통하여 발전시키고, 하이패션 수준의 실제 작품을 제작함으로서 

졸업작품전을 준비한다.

Create portfolios of original design line using various materials and cutting skills. Making real garments within the 

categories of  couture and high-priced, ready-to-wear industry is emphasized to prepare the graduation fashion 

show.niques for graduation fashion show.

● 캡스톤디자인Ⅱ(508708)

capstone designⅡ

창의적인 의상디자인, 패션 소재 등에 적합한 패턴 설계를 연구하고 의상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을 총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패션전문가로서 자질과 창의력을 함양한다.

Advanced pattern making and construction using couture techniques for graduation fashion show.

● 비주얼머천다이징(산학연계학)(509398)

Visual Merchandising

패션소매점의 목표설정을 이해하고 달성하기 위해 점포 내 다양한 소도구와 상품의 배치 방법, 그리고 상품관리 및 마무리 방법을 

익힌다. 이를 기초로 소매점내에서 디스플레이 기획 상품과 제작된 도구를 이용해 매장디스플레이를 완성해 전시한다.

To achieve a goal of fashion retail store, various display tools, techniques for the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fashion 

merchandise, and the methods of package should be practised. Therefore, professional skills should be developed for 

presenting the image of the store and Internet with the accurate image of a merchandise level.

● 패션CAD(509399)

Fashion CAD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의 기본 프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의복의 정확한 

디테일을 포함한 도식화를 그릴 수 있게 되며, 컴퓨터를 도구로 한 패션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향상시킨다.

Students develop skills utilizing Adobe Illustrator and Photoshop. They gain hands-on experience in drawing flat technical 

sketches with accurate garment detail and enhance presentation technique using computer as a tool.

● 복식문화사(509400)

Costume and Culture

근현대의 패션디자인사조와 유명 디자이너를 분석하여 현대패션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패션을 설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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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flow of contemporary fashion culture by analyzing the zeitgeist of contemporary design and fashion 

designer, and raise the discerning fashion to desig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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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체육학과(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동의대학교 체육학과는 스포츠 과학자 및 체육전문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과학의 원리와 운동기능을 이해하는 스포츠과학자 및 스포츠지도자, 전인교육 실천을 위한 

체육교원, 움직임 과학을 응용하는 운동재활전문가 등 국가 및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체육전문지도자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스포츠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적인 접근법을 익히고 실제 스포츠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실기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목표

1981년 입학정원 52명을 인가받아 출발한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는 1988년도 졸업정원제가 폐지되면서 입학정원이 40명으로 

축소되었으나 199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0명 증원해 60명을, 2000학년도부터는 80명, 2001학년도부터는 체육학부로 100명을 

모집하였고, 2002학년도부터는 체육․레포츠학부로 120명을 모집하였다. 2006학년도부터는 체육학과로 신입생 60명을 선발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 체육학과를 포함한 체육계열 4개학과가 체육과학대학으로 승격되었다. 현재까지 

약 9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체육학과는 실기와 이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안배하고 있으며 체육학과 

실기평가전 및 시내 종합대학 체육대회를 개최․참가하고 있다. 또한 학술발표회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간 학술정보교육 연계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종 자격취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실기․이론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 스포츠에서 수요가 많은 수영, 에어로빅, 볼링, 운동처방, 골프 등의 여가형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체육계열 4개학과는 체육과학대학으로 승격․분리되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예술·체육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0명의 교수와 6명의 명예교수로 구성되어 전문교육과 폭넓은 연구 및 사회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10여 차례 

이상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최근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발표를 하고 있으며, 전국 체육 관련 단체 및 협회의 중요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현재 80명의 신입생들이 모집되고 있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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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체육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전공핵심

● 교육무용(400066)

Educational Dance

인간의 예술적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적 표현력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개인과 사회의 

위상에 맞는 인격형성에 목표를 둔다. 즉 교육에서 무용의 역할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변화하는 교육으로 

교육무용이념은 ‘무용에 의한 교육’ 무용교육을 통한 교육에 있으며 무용이 전인교육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one’s latent ability and promote suitable personality formation by 

improving human artistic capability with enhanced aesthetic ski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both mind and body. The 

role of dance is helping people to modify their physical, mental, and social life in better ways through teaching and training. 

The ideology of educational dance is “education by dance.” Dance would be both mean and purpose of a well-rounded 

education.

● 체조(400486)

Gymnastics

맨손운동의 구성원리 및 목적, 실시요령을 익히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deals with principles and goals of free excercise and how to do it, and then students can acquire the 

competence and the teaching methods.

● 건강체력평가및실기(401504)

Health·Physical Fitness Evaluation and practice

본 강의는 건강∙체력의 기본원리와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특히 체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체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the detailed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fitness and general health. And also, this 

subject specially deals with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ield on health fitness and physical education.

● 인체해부학및실기(401583)

Human Anatomy and practice

체육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스포츠 활동과 연구에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데 있다.

The goal of anatomy is to study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which is a foundation of sport studies and to 

provide the basic knowledge for the sport activities and studies.

● 수영(502136)

Swimming

수영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수영의 영법에 대한 기술, 적응하기 위한 호흡순환, 지구력을 기른다. 또한, 수영의 원리와 

기술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영법을 학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Learn the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nourish the swimming technique, breathing circulation, endurance to adapt to the 

swimming stroke. In addition, it allows you to learn the correct way through the scientific data relating to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swimming is to train leaders to learn the strokes that match their skills.

● 스포츠사회학(502169)

Sociology of Sports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학적 관점을 연구하여 스포츠가 갖는 사회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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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amining sociological view points related to sports, this subject concentrates on the actual states of sports concerned 

with sociology.

● 운동생리학(502684)

Physiology of Exercise

건강한 체력과 신체 운동과의 관계와 신체운동의 상태를 계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법칙성을 밝히고 서술하며 스포츠 활동에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게 한다.

The offered subject is to systematically study and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healthy physical fitness and body 

exercises and the condition of body exercises. Thus, the law of motion can be explained, and some changes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in sport activities are understood.

● 체육측정평가(50379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수행력에 대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학습하고 올바른 평가방법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The objective measurement of performance competence in the sport grounds is addressed, and then right decision making 

processes are understood through proper ways of evaluation.

● 생활체육지도론(506663)

Instructional Method of sport for all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증대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지도, 그리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도한다.

An increase of life level and recreation activities emphasizes the impotance of life physical education on national welfare. 

we teach the composition, guidance and management of life physical education program

◎ 전공심화

● 스포츠심리학(400588)

Sport Psychology

본 강좌는 스포츠심리학, 운동학습 및 제어, 운동심리학 등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특히, 본 강좌는 스포츠 선수와 운동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 및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This subject presents sports psychology, motor control and development and exercise psychology. Also, this subject 

provides various psychological theory and application method for sports player and exercise participants.

● 생활무용(400731)

Community Dance

실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으로 음악에 맞추어 신체활동을 함으로서 정신적 즐거움과 육체적 건강으로 에너지를 조율하고 정서순화와 

리듬감과 표현력, 자신감을 함양하는 신체교육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make balance between psychological pleasure and physical strength and to refine emotions, 

sense of rhythm, and confidence by using physical movements in daily life with exhilarating music.

● 체력육성(400732)

Weight Training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초체력 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표본연구와 실제,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에 

부합하는 전문체력 훈련에 관한 이론 및 프로그램의 연구와 자신의 경기력 향상 및 배양에 도움이 되게 한다.

We investigate various programs for basic physical fitness training putt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in many sports 

activities. and study the theories or programs about special physical fitnes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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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교육학(400860)

Sports Pedagogy

학교의 합리적인 계획과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체육학습경험의 총체로서, 그 세부 내용으로는 

체육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이를 통합하여 모형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through well-organized lesson plans. This course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new 

models and its application.

● 하계스포츠(401184)

Summer Sports

체육학과 학생들이 하계기간 동안 청소년 수련원의 숙박을 통해 fellowship을 경험하고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집중 수영훈련, 

윈드서핑, 바디보드 등 집단 임해훈련을 실시한다. 더 나아가서 수상안전의 방법을 익히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학습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Students experience the summer sports like swimming, surfing, wind surfing and body board. and also students learn their 

fellowship through this summer sports camp.

● 운동처방(401196)

Exercise Prescription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강도, 빈도, 시간 등의 개인치를 고려하여 처방하는 원리를 규명하며 생활체육의 과학적 접근법을 

통하여 적절한 운동방법과 부하강도 정도를 이해하게 한다.

The subject deals with examining the principles of exercise prescription closely considering the intensity, frequency, and 

time of exercising for body improvement and health promotion. Through a scientific approach of sports for all, appropriate 

ways of exercising and intensity of exercise stress is understood as well.

● 스포츠윤리(401558)

Sport ethics

본 강의는 스포츠에서의 윤리적 이슈(현상)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다. 

스포츠교육학, 철학, 역사, 사회학적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소년스포츠, 대학스포츠, 올림픽, 프로스포츠에서 발생되는 스포츠 

윤리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습하는 것이다.

This course is learn to consider ethical issue in sport. 

Featuring a background in the sport pedagogy, philosophy, history, sociology learns new perspectives on the ethical 

issues in youth sports, intercollegiate athletics, the olympics and professional sports.

● 골프(500381)

Golf

골프의 경기방식을 익히고 골프의 역학적 원리를 이해시키며 자아통제 능력과 자기 조절적 관제를 익혀 경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learn how to golf, mechanic principles of golf, self-control abilities, and self-restriction and promote their playing 

capacities and training capacities.

● 동계스포츠Ⅰ(501018)

Winter Sports Ⅰ

동계 계절 스포츠로서 스키, 스노우보드에 대한 스포츠의 특징과 운동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실기를 통하여 스키의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생활체육 및 엘리트스포츠의 스키 지도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The characteristics and kinematicprinciplesofski,asoneofwinter sports, are dealt with, and then the techniques of ski is  

trained.Agoalofthissubject,thus,is to promote the training capacities of ski as sports for all and elite sports.

● 동계스포츠Ⅱ(501019)

Winter Sport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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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계절 스포츠로서 스키, 스노우보드에 대한 스포츠의 특징과 운동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실기를 통하여 스키의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생활체육 및 엘리트스포츠의 스키 지도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The characteristics and kinematicprinciplesofski,asoneofwinter sports, are dealt with, and then the techniques of ski is  

trained.Agoalofthissubject,thus,is to promote the training capacities of ski as sports for all and elite sports.

● 배구(501450)

Vally Ball

배구에 대한 이론 및 기초 기술을 습하게 하고 배구의 역학적 원리와 지도방법 및 배구의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실기를 통하여 

배구기능을 향상시킨다.

The theories and basic techniques of volleyball are addressed, and the function of volleyball is improved by understanding 

the mechanical principles, the training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volleyball and practicing

● 배드민턴(501453)

Badminton

배드민턴의 역사와 기초기능, 경기기능을 숙달시키고 실기를 중심으로 신체의 바른 조화와 지도력을 키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다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체육인의 정신을 함양시킨다.

Badminton's history and basic features, and master the game functions and foster harmony and the correct leadership of 

the central body in a group foster a spirit of true athletes that doing competencies as leader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 볼링(501539)

Bowling

생활스포츠 종목으로 현대인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목으로 볼링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경기기술을 연마하고 지도능력을 기르고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Bowling is a sport of lives which promotes modern people's health and fulfill desire for sports. From the bowling, students' 

mind and body is trained, the techniques of bowling is improved, and the capabilities of training is built up.

● 스포츠영양학(502174)

Sports Nutrition

스포츠 활동과 영양학의 관계를 이해하여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영양학적 접근방법을 이해시킨다.

Understanding the relation of sport activities and dietetics, students can master the nutritious approaches for promotion of 

health and physical fitness.

● 스포츠의학(502175)

Sports Medicine

스포츠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학적인 기초지식과 순환, 회복, 운동적용, 운동상해 등의 기본 내용들을 학습시킨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basic medical concept which is related to the sports activities, 

circulation, recovery, sports injury and physical strengthening.

● 운동역학(502687)

Sports Biomechanics

인간의 움직임을 기계학,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연구, 분석하여 동작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By taking this subject, the motion of human body is understood at the side of mechanics and anatomy.

● 육상(502799)

Track and Field Athl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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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 투의 능력 향상에 따르는 기본적 체력 및 기술에 대한 신체 운동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경기 기술과 

지도자적인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who take this course, understand bodily-kinesthetic principles about basic physical fitness and techniques with 

running, jumping, and throwing, and based on it, can bring up their sports techniques and qualities as efficient trainers.

● 축구(503822)

Soccer

축구경기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경기역사, 규칙, 기술 등에 관하여 습득하고, 실질적인 개요, 특성, 팀플레이, 코칭법, 심판법 

등을 가르침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전인적인 능력을 키우고 아울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acquire the theoretical history, rules, and techniques of soccer, develop their holistic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ory and practice, and be qualified as trainers by learning actual outlines, characteristics, 

team plays, coaching, and judging, and so on.

● 탁구(503930)

Table Tennis

일반적으로 탁구 경기는 속도가 빨라 순발력이 요구된다. 숙련된 선수는 스핀을 통해 공의 궤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Play is fast and demands quick reactions. A skilled player can impart several varieties of spin to the ball, altering its 

trajectory and limiting an opponent's options to great advantage.

● 테니스(503937)

Tennis

본 강의는 테니스의 기원 및 이론을 습득케 하며 테니스의 특성과 경기력을 향상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will be given the education mainly on the origin and theory of tennis. Also, they can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ennis and improve the competitive edge of it.

● 트레이닝방법론(504036)

Training theory

트레이닝의 원리, 적응현상, 방법 등에 관한 이론의 기틀을 마련하여 선수들과 일반인들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한다.

This subject is to learn the principle, adaptation, methods, etc about training. In addition, students can learn various training 

theory related with performance and heath in athlete and non-athlete.

● 운동학연구법(506614)

Search Methods in Exercise Science

운동학 연구법은 체육이나 스포츠현장에서 문제 해결이나 이론 창출을 위한 질적 혹은 양적 연구의 방법론이므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측정과 통계뿐만 아니라 조사나 실험 설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탐구의 과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Search methods in exercise science is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actual ground of 

exercising or sports or to originate theory. Therefore, it is a research about a scientific method on holistic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not only measurement and statistics for collecting, analyzing, and expound some data, but also search 

and study designs.

● 요가(506712)

Yoga

요가는 정신정화와 신체적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본래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고 우주의 현상을 파악하여 이에 순응하는 

실천철학이다. 이런 요가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초 이론과 실기를 체득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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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a is a practical philosophy in sympathy with enlightening human's innate abilities and recognizing phenomenon of the 

universe through purification of mentality and discipline of body. The goal of this subject is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yoga, master of the elementary theories and practices of it, and be qualified as efficient trainers.

● 유아체육(506721)

Infantile Physical Education

유아의 균형 잡힌 몸의 발달과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태내기부터 유아기까지의 각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적 

건강유지, 증진, 질병예방, 안전지도, 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성인병(노인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운동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평생을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This class is to learn how to teach for children's activity and protect from diseases.

Students will learn the physical activity for elderly and teaching techniques.

● 뉴스포츠(508557)

New Sports

기존의 스포츠종목에서 벗어나 손쉽게 누구나 편안한 장소에 다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여 소개하고 보급, 

개발하여 미래의 체육지도자로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It choses and introduces new sports which anyone can play easily with other people in a place. It also supplies and 

develop these sports for future physical directors th apply them into the field.

● 스포츠시설경영(508639)

Sports Administration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단체, 기관 등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Basically sports administration that it creates the coordinated systematize group activity for an attainment of objective there 

is a possibility talking. Th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it sees understands the various knowledge regarding a sports 

administration and it finds and adaptation.

● 특수체육론(509296)

special physical education

특수(장애)체육학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 용어의 정의, 장애분류 및 장애인 현황, 일반교육과 관계 그리고 타 선진국 특수체육과의 

비교을 통해 특수체육의 개요에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는 학문이다.

It helps students to generally understand its outline with its theoretical background, history, term,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disabled people, the relation with a general education and comparison to the special physical 

educations in other countries.

● 노인체육(509645)

Senior Sport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된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노화 현상과 활동의 저하로 보다 효과적인 노인체육이 

필요하고 그로인해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Since older population grows dramatically, population aging is rapidly becoming a global phenomenon. Given this national 

aging trend, increas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senior well-being. Therefor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why senior sports are important for the elderly and how to improve their well-being.

● 농구지도(509646)

basketball coach

농구의 역사, 기본기술, 전술훈련을 학습하고, 올바른 지도법과 심판법을 익힘으로서 지도능력을 함양시킨다. 또한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숙지함으로써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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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the history and basic techniques, tactics, and training of basketball, and cultivate leadership skills as learning 

how to correct the teaching of Appeals. Also it focuses on the leaders with the ability to map read by others.

● 병태생리학(509727)

pothological physiology

생체의 질병 발생과정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인, 발생기전, 결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러한 병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운동프로그램의 지도와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ubject is to learn the basic concept, cause, etiology, effects about processing of diseases in human body. By that 

knowledge, students can use to instruct and make the exercise program.

● 생활건강교육론(산학연계학)(509771)

health education in life

체육학과 학생들이 그 동안 학습한 자연과학분야의 체육 교과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교과목임. 특히, 최근 이수가 

되는 내용을 학습하고자 함.

앞으로 실생활에 나아가 체육학을 지도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자함.

Students analyze and experience the science parts of physical education, especially in the sports science issues.

they also learn about health education teaching after graduation.

● 수상스키(웨이크보드)(509804)

Water Ski and wake board

여가시간을 보다 유익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수상스키, 웨이크보드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기와 지도법을 습득하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에 대한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lasses practice aquatic sports as water skiing, wake board in real field and furthermore, teach group activity, 

camping activity and quality of special coach.

● 수영인명구조(509805)

swimming Lifesaving

수영 및 수상인명구조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수영의 영법에 대한 기술, 적응하기 위한 호흡순환, 지구력을 기른다. 또한, 

수영의 원리와 기술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영법을 학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Learn the knowledge and skills of swimming and water rescue techniques raise the breathing cycle, endurance to adapt to 

the swimming stroke. In addition, it allows you to learn the correct way through the scientific data relating to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swimming is to train leaders to learn the strokes that match their skills.

● 스포츠캠프및실기(509820)

Sports Camp and practice

본 강의는 심신이 연약한 현대의 젊은이를 위하여 캠핑의 개요 및 실제 야영생활에 수반되는 제반 이론과 실기를 연마하여 캠핑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지도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for growing the ability to make camping as a part of life through practicing the summary of camping and the 

actual camping life accompanied with the theory and practice for the youth who has weak mind and body plus learning the 

camping guidance ability.

● 스포츠프로그램기획론(산학연계학)(509821)

Sports program planning

조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직의 유형을 분석하여, 조직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계층과 기능을 배운다. 또한 조직내의 동기부여와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 스포츠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며, 그와 관련한 인간관계 관리를 배움으로써 체육 전공자의 

체육집단의 운영 및 경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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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the notion of organization and analyze the type of organization, so learn class of organization and the 

function is necessary to manage the organization. Also as the motive in organization,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sport group, and learn to manage the relationship to be related with these. 

Therefore cultivate the ability effectively to cope with major's operation and management

● 운동동작분석및실기(509885)

Motion Analysis in sports

운동역학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실험장비를 통하여 사용방법과 원리를 익히고 나아가서 운동동작분석 방법을 익힌다.

Motion Analysis in sports study the movement in sports from optical instrumentation system

● 운동발달지도(509886)

Motor development coach

운동발달을 성장기와 노화과정을 포함하는 평생운동발달차원에서 접근하여 특히 인간의 움직임 생성과 변화를 발달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또한, 영유아의 지각운동발달 및 유소년의 기초운동능력향상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Dimensional approach in lifelong motor development,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growing movement by the aging 

process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creation and transformation of human movement in the developmental dimension. It 

also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to improve adaptability to participate in perceptual motor skills development and youth 

based sports and sports activities for infants and children.

● 운동부하검사(509887)

Exercise stress testing

운동 시 심장기능과 혈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여 심혈관계 질환들에 대한 위험여부와 기능적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운동처방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This subject is to examine the response of heart and blood pressure during exercise. In addition, it is to know the risks of 

cardiovascular system and the functional exercise ability through the examination.

● 운동수행심리학(509888)

Exercise performance psychology

본 강좌는 운동 상황에서의 성취 및 수행을 향상시키는 심리학적 이론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운동 수행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피드백 이론, 모델링 이론, 연습의 다양성, 정보처리이론,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등에 대해 알아본다.

This subject presents theory and technique of achievement and performance in exercise condition. Also, this subject 

provides motor mechanism of player. This subject presents various feedback theory and modelling theory, practice 

condition, information process theory for sports player and exercise participants.

● 운동심리상담(509889)

Exercise psychology counselling

본 강좌는 운동 상황에 적용되는 다양한 상담이론, 상담기법, 상담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운동 참가자의 운동 동기유발, 운동동기 

지속방법, 다양한 중재방법에 대해 이론 및 전략을 제공한다.

This subject presents various counselling theory, technique and case. Also, this subject provides various motivation 

enhance, motivation adherence and intervention technique for  sports player and exercise participants

● 운동처방실기(산학연계학)(509890)

Practicum of exercise prescription

운동 처방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 질환자, 운동 선수들에게 체력검사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ubject is to practice and provide physical fitness evaluation and exercise program for ordinary people, patient, athlete 

by the studying of exercise prescriptio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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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치료(509891)

Physical Therapy

현대인들의 신체적・심리적 결함을 동작치료로 운동능력과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의 상호작용은 치료적 효과를 

높인다.

It is a treatment of physical/mental problems by using muscular movements. Interaction with mental stability also 

enhances the therapeutic effect.

● 질환별운동프로그램(510001)

Exercise stress testing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골다공증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이해와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the hypertension, diabetes, heart diseases, osteoporosis, etc. Also, it is to study to make the 

exercise program for them.

● 코칭과학(510014)

Coaching Science

본 강좌는 모든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지도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제공한다. 코칭, 행동, 교육, 신체훈련, 경영적 측면에 

기초하여 최신 스포츠 과학 연구와 실제 경험 및 숙련된 코치들의 성공 사례들을 제공한다.

This subject presents coaching theory and principle appling in all sports condition for peak performance. Also, this subject 

provides coaching science cases and researches based on various coaching, behavior, education, physical training, 

management theory.

● 필라테스재활및실기(510041)

Pilates Rehabilitation and Practical Exercise

복부의 힘과 몸의 전체적 제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법으로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여 몸을 균형 있게 개발해주며,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주고 육체적 생명력을 회복시켜 마음과 정신을 온화하게 하며 등길이 확대와 몸의 인신력 증대, 근육의 탄력성을 

구축한다.

Pilates is a physical fitness system designed to equip the abdominal strength and overall body control. Using various 

equipment, it helps to balance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strength. It also helps to expand back muscle, increase the 

insight about the body, and enhance muscle elasticity, while improving postural alignment and restoring the physical 

ability,

● 현대무용(510058)

Modern Dance

인간의 감정, 사상,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심미적인 내재적 힘을 기르며 움직임의 개념적 구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논리적 

사색과 창의성을 높여주어 예술적 특질과 의미, 구조를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1) to develop aesthetic ability by expressing emotions and ideas, 2) to understand 

the need for conceptual construct of physical movement, and 3) to expand the knowledge of artistic feature, connotation, 

and structure by improving logical and creative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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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Division of Leisure Sports & Taekwondo)

◎ 전공핵심

● 하계스포츠(401184)

Summer Sports

다양한 하계 스포츠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교육 프로그램 실행의 기초를 제공한다.

This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summer sports theory and skills so they can apply these as masters.

● 스포츠윤리(401558)

Ethics of Sports

오늘날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포츠의 정의와 정신에 대한 논란은 심각한 상태이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아마추어리즘, 올림픽이념, 기사도정신, 사무라이정신, 화랑도정신의 태동을 학습한다. 더불어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스포츠 현상을 실습을 통하여 분석하고 토론하여 스포츠 철학의 이해와 스포츠의 의미를 배운다.

Present day sports, definition and mind-set is in a state of controversy. Sport’s field analysis on sportsmanship, fair play, 

amateurism, etc. will be studied and discussed. As well as examining the nature of  sport’s ethics and its relation to sports 

development, practice and analysis while understanding sports philosophy and meaning.

● 여가교육및실습(401568)

Leisure Education: Theories and Practices

여가교육의 철학, 원리,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가교육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lass will Introduce philosophy, principles, theories and provide experiences to learn techniques of leisure education.

● 전공기초실기Ⅰ(401590)

Practice of Major Basic Ⅰ

전공수련 시 요구되는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 과학 이론을 기초로 근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및 지구력 훈련에 

역점을 둔다.

This course places emphasis on the training of strength, spontaneity, agility, flexibility, and endurance, on the basis of the 

theories of sports science, in order to increase the basic physical strength required in practicing major.

● 전공기초실기Ⅱ(401591)

Practice of Major Basic ⅠI

전공수련 시 요구되는 전문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 과학 이론을 기초로 근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및 지구력 훈련에 

역점을 둔다.

This course places emphasis on the training of strength, spontaneity, agility, flexibility, and endurance, on the basis of the 

theories of sports science, in order to increase the speciality physical strength required in practicing major.

● 전공실기실습(401592)

Major Practical Training

전공 관련 다양한 실기종목을 경험하고 기본동작을 익히며 교육프로그램 실행의 기초를 제공한다.

Experience a variety of practical training related to the major; when the basic skills are learned it will help provide the basis 

of the training program.

● 동계스포츠(501017)

Winte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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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포츠 활동으로서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이해시키고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정지와 회전의 기본적인 스키 

기술뿐 아니라 보다 고난위도의 스키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articipate in and enjoy skiing as 

a lifetime activity.  Students will learn to make ski turns and stop with confidence on beginner terrain. Students who already 

poses these skills are grouped by ability to enhance their skills to ski on intermediate and advanced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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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레저스포츠학(Leisure Sport Science Major)

산업사회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유지하고자 

전문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춘 유능한 레저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며, 정보화 사회를 앞서가는 스포츠 경영전문가 및 평생 

건강을 선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레저스포츠학과는 21세기를 주도할 선구적인 스포츠과학이론과 레저스포츠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는 학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 있다. 2001학년도에 예체능대학 체육학부에 소속되어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2학년도부터 

레저스포츠학전공으로 인원을 배정받아 본격적인 레저스포츠지도자를 교육 및 양성하는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2학년도부터 체육·레포츠학부로서 학부전체 10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2003학년도에는 120명, 2004학년도부터는 125명을 

모집하였다. 

2006학년도에는 학부제가 폐지되면서 학과모집으로 6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2013학년도에는 55명의 신입생을 모집 하였으며, 

현재 2017학년도에는 40명의 신입생을 모집 운영한다.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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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레저스포츠학 (Leisure Sport Science Major)

◎ 전공핵심

● 레저스포츠경영론(401185)

Leisure Sport Management

스포츠경영학의 기초 원리 및 이론을 체계화하여 스포츠경영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경영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스포츠산업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makes students understand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ories of sport management. Also, it enables 

students to make a practical approach to the sport industry in the future by analyzing recent sport management issues 

related to the sport industry.

● 운동과스포츠생리학(401572)

Physiology of sport & exercise

스포츠 및 신체활동이 신경, 근육, 호흡 순환계 및 에너지 대사와 같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활동과 생리적 

기능과의 mechanism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argets gaining knowledge on the effects that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have on the various mechanism, mainly in 

nerve, muscular, respiratory, circulatory system and energy metabolic pathways.

● 스포츠사회학(502169)

Sociology of Sports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현상과 스포츠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포츠가 사회발전과 사회안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해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henomena and sports, and an effect of sports on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through diverse research methodology.

◎ 전공심화

● 스노우보드(200455)

Snow Board

스노우보드의 역사, 경기방식, 경기규칙, 용어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스노우보드의 기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history, rules, and terms of snow boarding, and provide an experience to learn basic 

techiques of snow 

boarding.

● 기능해부학(401207)

Functional Anatomy

기능해부학이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생체기관에 대한 원리를 체육과 스포츠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한다.

The goal of functional anatomy is to study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human body and to understand principl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in sports.

● 농구Ⅰ(500852)

Basketball Ⅰ

농구 경기에 필요한 이론과 기초적 기술을 습득하게 한 후 게임까지 진보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고 경기 기술을 향상시켜 농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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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cquisition of theories necessary for basketball games and elementary techniques, the abilities of playing actual 

basketball games are fostered, and then the game techniques and qualities as a basketball trainer are developed.

● 농구Ⅱ(500853)

Basketball Ⅱ

농구 경기에 필요한 이론과 기초적 기술을 습득하게 한 후 게임까지 진보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고 경기 기술을 향상시켜 농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After acquisition of theories necessary for basketball games and elementary techniques, the abilities of playing actual 

basketball games are fostered, and then the game techniques and qualities as a basketball trainer are developed.

● 레저스포츠심리학(501137)

Leisure Sports Psychology

심리학의 기초적 이론과 스포츠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특성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규명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basic theories of psychology, examines the character of the problems caused in sports arenas in 

psychological terms, and apply it to the fields.

● 배드민턴Ⅰ(501454)

BadmintonⅠ

배드민턴의 역사 및 특징을 알고 기본 기술을 습득시키고, 기초 이론의 바탕위에 지도자로서의 자질의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who attend this class learn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badminton and acquire the basic techniques.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theory, students develop qualities and sociality as a trainer.

● 배드민턴Ⅱ(501455)

BadmintonⅡ

배드민턴의 역사 및 특징을 알고 기본 기술을 습득시키고, 기초 이론의 바탕위에 지도자로서의 자질의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who attend this class learn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badminton and acquire the basic techniques.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theory, students develop qualities and sociality as a trainer.

● 스포츠역학(502172)

Sports Biomechanics

생체의 구조와 기능, 효율적인 운동기술의 모델, 운동수행능력의 향상, 운동수행에 장비와 도구, 인간과 이들 장비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learn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human body, the models of efficient exercises, the increase of athletes' 

ability to perform exercises,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for exercises, and the physical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s and equipment.

● 스포츠영양학(502174)

Sports Nutrition

영양학의 기본지식인 각 영양소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대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운동시 이용되는 에너지의 

소비대사를 각 영양소 별로 다룬다. 또한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 경기 시 이용하는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섭취 

요령을 다루게 되며,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운동부족으로 기인되는 당뇨병, 비만증, 고지혈증 등을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energy metabolism consumed in exercis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carbohydrate, fat, 

protein, vitamin, mineral, fundamental nutriments of nutrition. Additionally, it covers how to  eat food in order to This course 

deals with how to prevent diseases caused by the lack of exercise, such as diabetics, obesity, or hyperlipidemia, through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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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Ⅰ(503823)

Soccer Ⅰ

축구경기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경기역사, 규칙, 기술 등에 관하여 습득하고, 실질적인 개요, 특성, 팀플레이, 코칭법, 심판법 

등을 가르침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전인적인 능력을 키우고 아울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acquire the theoretical history, rules, and techniques of soccer, develop their holistic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ory and practice, and be qualified as trainers by learning actual outlines, characteristics, 

team plays, coaching, and judging, and so on.

● 축구Ⅱ(503824)

Soccer Ⅱ

축구경기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경기역사, 규칙, 기술 등에 관하여 습득하고, 실질적인 개요, 특성, 팀플레이, 코칭법, 심판법 

등을 가르침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전인적인 능력을 키우고 아울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acquire the theoretical history, rules, and techniques of soccer, develop their holistic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ory and practice, and be qualified as trainers by learning actual outlines, characteristics, 

team plays, coaching, and judging, and so on.

● 테니스Ⅰ(503938)

TennisⅠ

테니스의 기원 및 이론을 습득케 하며 테니스의 특성과 경기력을 향상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will be given the education mainly on the origin and theory of tennis. Also, they can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ennis and improve the competitive edge of it.

● 테니스Ⅱ(503939)

TennisⅡ

테니스의 기원 및 이론을 습득케 하며 테니스의 특성과 경기력을 향상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법을 익히는데 있다.

Students will be given the education mainly on the origin and theory of tennis. Also, they can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ennis and improve the competitive edge of it.

● 트레이닝방법론(504036)

Methodology of Training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트레이닝의 개념과 적응현상, 

트레이닝의 원리,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트레이닝 이론에 관하여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기, 시합기, 회복기 주기화에 대한 트레이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경기력과 관련된 

트레이닝 이론을 학습시키고, 선수들의 경기력과 체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과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학습시킨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al with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sports training such as the concepts of training and 

adaptation, the principles of training, effects of training and how to train effectively. And also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training for athletes's performance through applied  sports science theory such as sports physiology and sports nutrition 

should be deal with in this course.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planning and practice of training including training, competition, 

and recovery cycle. Learn various training theory related with the performance of various sport event; learn various training 

theory to manage athlete's performance and fitness effectively; learn how to keep fitness and health.

● 레저스포츠마케팅(505363)

Leisure Sports Marketing

스포츠마케팅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레저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만족 및 레저스포츠 제품 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시장환경분석, STP전략, 마케팅믹스 전략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한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된 최근의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마케팅전략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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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sport marketing and focuses on the sport marketing process 

such as marketing environment analysis, STP strategy, marketing mix strategy, and so on for satisfying the needs of 

leisure sport consumers and maximizing the value of sport products. Also, the students will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port marketing and develop systematic marketing strategies which enable to apply to variety fields in sport 

industry.

● 레크리에이션이론및실습(507556)

Theory and practice of Recreation

증대된 여가 시간의 활용, 건강 생활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등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제반 병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이해하며 아울러 현대 생활에 있어서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양성한다.

This course educates students in how to overcome various pathological phenomena occurring in the modern society, such 

as how to make proper use of increased leisure time and how to remove stress for healthy life. In addition, this course 

cultivates an ability and  quality as a  recreation instructor through a good understanding of leisure and recreation in the 

modern society and a variety of programs.

● 초급골프(507724)

Golf

골프의 역사, 규칙, 골프스윙, 에티켓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골프의 기본 스윙에 대해서 실습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an understanding about the history, rules, golf swing, etiquette in the theorical perspective, and 

practice basic golf swing.

● 스포츠재활및실습(507725)

Sports Rehabilitation & Practice

운동 및 신체활동에 기인하는 부상의 형태, 치료와 예방, 선수의 부상관리 및 신체활동에 대한 안전수칙 등을 배우며 치료요법과 

관련된 기구와 기계의 조작법 등을 학습한다.

This study include injury mechanism in participating exercise and active movement, treatment and prevent, athlete's injury 

management and basic safety manner in active movement. Also, to find out how to use machines which are related to 

modality.

● 중급골프(507729)

Advanced Golf

숏게임, 에티켓, 코스 매니지먼트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골프지도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hort game, etiquette, golf course management, and studies how to teach golf.

● 운동처방및건강관리(507736)

Exercise Prescription & Health Care

적정량의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여러 가지 성인병에 대하여 예방적 내지는 치료적 효과를 발휘하고 질병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있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xert a preventive or therapeutic effect on various geriatric diseases by prescribing optimal 

standard of exercise, improve health for healthy people. Moreover, this course educates students in the concepts, purpose 

and necessity of exercise prescription, and how to set the types and load of exercise depending on his or her capacity 

after diagnosing an individual physical strength.

● 스포츠카운셀링(507741)

Sports Counseling

스포츠 카운슬링은 상담의 기초이론을 이해하여 상담기법을 토대로 엘리트 선수와 일반인에게 심리기술훈련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스포츠 활동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학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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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he theory, SPORTS counseling counseling techniques based on the elite players to 

understand and apply the program of technical training to the public hearing, as a high-cost sports activities to concentrate 

on the important emerging is one of the study.

● 체력진단및실습(507743)

Fitness examination & Practice

일반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진 검사형태, 운동검사의 절차 및 신체적성 상태에 따른 운동처방의 원칙과 방법을 통하여 실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병의 주원인이 되는 비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기타 뇌혈관 질환 등의 원인 및 치료 방법들을 규명하고, 운동을 

통한 예방, 치료, 회복 등을 실습을 통해 교육시킨다.

Improves experimental and practical skills by learning how to examine one's physical state and prescribe exercise 

accordingly. Learn the cause and cure through sports for Adult disease such as fatness, diabetes, and high blood 

pressure.

● 레저스포츠이벤트기획론(508504)

Leisure Sport Event Planning

메가 스포츠이벤트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스포츠관련 박람회 등과 같은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특히 환경분석,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 등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효율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또한 실제 

스포츠이벤트 참관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실습 수업을 실시한다.

This course makes stu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holding sport events. Especially, it focuses on 

overall process for holding a sport event, such as environment analysis, planning, program development, operating, 

evaluation, and so on, and provides students with practicum opportunities in various sport events.

● 레저스포츠프로그램론(508505)

Leisure Sports Program

사회체육 활동 참여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 분석한다.

This course develops, studies and analyzes various  new programs that can meet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in social 

athletic activities.

● 중급동계스포츠(508507)

Winter Sports [Middle Level]

동계 계절 스포츠로서 스키, 스노우보드에 대한 스포츠의 특징과 운동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실기를 통하여 스키의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생활체육 및 엘리트스포츠의 스키 지도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The characteristics and kinematic principles of ski,asoneofwinter sports, are dealt with, and then the techniques of ski is  

trained. Agoal of this subject, thus, is topromotethetrainingcapacities of ski as sports for all and elite sports.

● 산학연계학Ⅰ(508612)

The Study Course of Industry-University Connection Ⅰ

학생들의 현장 실습교육 및 적응을 위하여 각종 레저스포츠 및 이벤트 현장의 실무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협조, 산업체의 위탁교육,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산학간의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 교수, 학생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 등을 한다.

With professors' help for students to practice at actual workplace and adaptation, education process and researches joint 

with members of staff at workplace on developing materials for education, studies on management of subjects and 

evaluation, students' on-the-job training and job cooperation, industry-school cooperation system or work study 

cooperation education, practical use of equipments for learning in workplace, and visit and observation of workplace are 

carried out systematically.

● 산학연계학Ⅱ(508615)

The Study Course of Industry-University Connectio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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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현장 실습교육 및 적응을 위하여 각종 레저스포츠 및 이벤트 현장의 실무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협조, 산업체의 위탁교육,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산학간의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 교수, 학생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 등을 한다.

With professors' help for students to practice at actual workplace and adaptation, education process and researches joint 

with members of staff at workplace on developing materials for education, studies on management of subjects and 

evaluation, students' on-the-job training and job cooperation, industry-school cooperation system or work study 

cooperation education, practical use of equipments for learning in workplace, and visit and observation of workplace are 

carried out systematically.

● GX지도실습Ⅰ(508927)

Group exercise instruction Ⅰ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밸런스운동 등의 집단운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lass is to acquire skill and knowledge to teach group exercise as aerobic exercise, strength training, and balance 

movement efficiently.

● GX지도실습Ⅱ(508928)

Group exercise instruction Ⅱ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밸런스운동 등의 집단운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lass is to acquire skill and knowledge to teach group exercise as aerobic exercise, strength training, and balance 

movement efficiently.

● 해양레저스포츠Ⅰ(508931)

Marine　Leisure SportsⅠ

우리나라의 해양스포츠는 현재 국가정책사업의 일한으로 각종 해양스포츠의 장소인 마리나(Marina) 및 각종 해양스포츠 

센터(Marine Sports Center)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저변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실습(Marine Leisure Sports) ・에서 배운 각종 해양스포츠 종목들의 전문적인 실습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육성하고 나아가 현장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통해 현장실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자 한다.

Marine sports are one of the Korean national projects so, the 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the Marine sports increase 

and make the marine sports place of Marina and a lot of marine sports center.  

  Therefore, it purposes on making the future professional of the marine sports fields through the practical training using the 

educating the Practice of Marine Leisure SportsⅠ and learning how to work the workplace.

● 해양레저스포츠Ⅱ(508932)

Marine　Leisure Sports Ⅱ

우리나라의 해양스포츠는 현재 국가정책사업의 일한으로 각종 해양스포츠의 활동 공간인 마리나(Marina) 및 각종 

해양스포츠센터(Marine Leisure Sports Center)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종 해양스포츠 종목들의 기초 실습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실습(Marine Leisure Sports) ・ 과정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기초교육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Marine sports are one of the Korean national projects so, the 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the Marine sports increase 

and make the marine sports place of Marina and a lot of marine sports center. 

  Therefore, it purposes on making and educating Practice of Marine Leisure Sports Ⅱ course through the many kinds of 

the practical training for future professionals of the Marine sports field.

● 특수체육론(509296)

Special Physical Theory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접목되는 특수체육의 필요성을 이론적 접근을 통해 마음 문을 닫고 

밖에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특수체육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심리상태, 교육, 개인별 신체 특징, 환경을 

기초로 두고 그들에게 개인별 운동 기능을 접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 접근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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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for special physical education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at are grafted to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to give 

people with disabilitie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do not close your mind out of the door with the 

theoretical approach will remind why this needs a special physical education psychology, education, individual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with the environment based on learning them the basic theoretical approach to combining individual 

motor function.

● 동력조종면허실습(509659)

The Power Boat steer license practice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조종술을 통해 해양스포츠 관련종사자들의 필수 면허증인 동력조종면허를 취득하고 이 분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Learning about getting Power Boat License for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marine sports field through the motor boats 

flight and then having the professional mind of the field.

● 레저스포츠조사방법론(509679)

Research Methodology of Leisure Sport

레저스포츠 연구의 개념과 연구범위, 연구 설계의 유형을 이해하고, 연구문제의 선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표본추출, 측정방법, 

자료분석의 원리와 기법을 익힌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comprehensiv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methods, mainly in the field of leisure 

sport.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concepts and ranges of research, and the types of research design. This course 

teaches them how to select research topics, how to sample to solve problems, how to measure, and how to analyse data.

● 마리나운영관리및실습(509687)

Marina Management

해양스포츠 분야와 마리나 경영의 교육으로 보트관리 및 현장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Learning about Managing of boats and information of the on-site practice-based education through education of the marine 

sports field and Marina Management.

● 스킨스쿠버다이빙(509816)

Skin Scuba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역사, 경기규칙, 기본기술을 익히고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해저에서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잠수의 지식과 실기 기술을 정확히 습득하도록 한다.

The subject deals with the history, rules, and basic techniques of scuba diving and promotes the matters of safety 

concerns in the ocean and students' practical capabilities. Additionally, students can overcome restrictions in the ocean 

and acquire the knowledge and practical techniques of diving exactly.

● 스포츠관광론(509817)

Sport Tourism

스포츠와 관광의 복합개념을 이해하고, 스포츠관광의 행동, 역사적고찰, 경제, 정치, 미디어, 환경 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This class will introduce a complex concept of sport and tourism, and understand sport tourism from behavioral, historical, 

economic, politic, media,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

● 스포츠소비자행동론(509818)

Sport Consumer Behavior

스포츠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스포츠 시장에서 전개되는 소비자 행동에 따른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들을 

살펴본다. 본 수업에서는 스포츠 시장에서의 소비행동 과정, 의사결정 이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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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 about how consumer make a decision to buy sport products and services, 

and how sport marketers make an effective strategic decision by understanding the dynamic consumer decision process in 

various sport market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consumer behavior processes, decision making theories, external 

and internal influences on consumer behavior in sport markets.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understanding how all of 

these issues impact the formulation of marketing strategies and programs.

● 응급처치및안전교육(509905)

Emergency First Response & Safety Education

각종 질병, 사고,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함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제반과정을 습득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체득한다.

Students learn appropriate first aids when the patients in emergency by all kinds of diseases, accidents, and disasters. 

Moreover, they learn ways of carrying the patients in safety to hospitals, acquire assorted processes to save patients' 

lives, and build up essential knowledge and techniques.

● 해양스포츠론(510050)

Marine Sports

집단 임해 훈련을 통하여 상호협조하며 안전의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동시에 훈련방법과 수영에 필요한 제반기초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고방지와 체력향상을 통한 능동적인 생활, 사회성 고취, 그리고 지도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Active lives through prevention of accidents and improvement for physical fitness, enhancement of sociality, and coaching 

capabilities will be built up by cooperating through group training on a seashore, acquiring ways of being safe, and 

developing the training methods and various fundamental abilities for swimming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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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약사

태권도학(Taekwondo Major)

동의대학교 태권도학과의 교육목표는 학생중심적,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이라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본질과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연관된 다양한 스포츠과학 관련 학문을 배우는데 있다. 또한, 태권도 지도자로서 체육관(도장) 

경영과 지도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과 겨루기, 품새, 시범 등 실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하고 소양 있는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 교육목표

2006년 1월 예체능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정원 40명.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를 개최.

2007년 11월 필리핀 파이스턴대학 4명 파견

2009년 체육과학대학 태권도 학과로 학제 개편

2009-2011 태권도 학과 학술제 개최

2009년 교육대학원 생활체육교육 태권도 전공 개설 

2010~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미국 태권도지도자파견 9명.

2011년 교육대학원 태권도교육전공 개설(개칭) 

2011년 태권도 학과 정원 35명으로 변경 

2012년 한·러시아 문화교류에 의한 시범단 현지 공연

2013년에는 미국 캔사스 주에서 개최된 미주한인 체육대회 개막식 공연

2013년 애틀란타, 미네소타, 시카고 등 4개주에서 각종행사 시범단 공연

2013년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단 7명 파견

2014년 예술체육대학 태권도학과로 학제 개편 

2014년 태권도 겨루기 특기생 2명 선발

2015-16 태권도 겨루기 전국 규모대회 다수 입상 

2017년 레저스포츠 태권도 학부 태권도 전공으로 학제 개편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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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집

태권도학 (Taekwondo Major)

◎ 전공핵심

● 태권도개론(300090)

Introduction to Taekwondo

태권도의 사상적 의미와 과학적, 실천적 지식에 대한 태권도의 모든 이론에 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be studying taekwondo theory through taekwondo’s thought, meaning, and scientific knowledge.

● 스포츠운동심리학(401557)

sport & exercise psychology

스포츠운동심리학의 기초적 이론과 스포츠 현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의 특성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규명하고 이를 정립할 수 있는 

지식을 얻도록 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fundamental theories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the issues rising from sports scenes in 

terms of psychology, and instruct the students in a knowledge to establish them.

● 무도비교론(505150)

Theories of Comparative Martial Arts

태권도와 중국의 우슈, 일본의 공수도, 합기도 등 각종 무술에 대한 가치와 그 특성을 비교연구하고 실제로 행함으로서 무술 전반에 

대한 안목을 넓혀 태권도기술의 창작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ultivates an ability to create the techniques for Taekwondo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martial arts, including Taekwondo, Chinese Ushu, Japanese Karate, Hapgido, to have a better 

eye for martial arts.

◎ 전공심화

● 레크레이션지도(200088)

Recreation

증대된 여가 시간의 활용, 건강 생활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등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제반 병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이해하며 아울러 현대 생활에 있어서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레크레이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양성한다.

This course educates students in how to overcome various pathological phenomena occurring in the modern society, such 

as how to make proper use of increased leisure time and how to remove stress for healthy life. In addition, this course 

cultivates an ability and  quality as a  recreation instructor through a good understanding of leisure and recreation in the 

modern society and a variety of programs.

● 졸업평가(401276)

Evaluation of Graduation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이론 및 실기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졸업 가능여부를 평가한다.

Evaluates comprehensive theoretical capability and practical technique of student about a curriculum.

● 겨루기Ⅰ(401344)

Competition Techniques and SparringⅠ

태권도 겨루기의 기본 기술 및 기초 훈련 법, 겨루기 기술의 기본 개념과 기술 체계를 이해하고 익힌다. 태권도 겨루기의 전문 기술 

및 전술, 겨루기 지도 체계를 이해하고 익히며 나아가서 실제적인 겨루기 기술들을 습득한다.

2017.02.21 15:18:591 / 7[Uca0402r]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and practice basic Taekwondo techniques, skills, knowledge, and sparring. 

Students   will learn advanced skills, techniques and sparring coaching methods.

● 겨루기Ⅱ(401345)

Competition Techniques and SparringⅡ

태권도 겨루기의 기본 기술 및 기초 훈련 법, 겨루기 기술의 기본 개념과 기술 체계를 이해하고 익힌다. 태권도 겨루기의 전문 기술 

및 전술, 겨루기 지도 체계를 이해하고 익히며 나아가서 실제적인 겨루기 기술들을 습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and practice basic Taekwondo techniques, skills, knowledge, and sparring. 

Students   will learn advanced skills, techniques and sparring coaching methods.

● 태권도프로그램구성론(401348)

Taekwondo Program

유아 및 초, 중, 고 Program과 주간, 월간, 연간 수련Program 및 동계, 하계를 위한 Event 기획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ated to deal with what to do, how to do, and who is to do for Taekwondo programs.

● 스포츠문화사(502168)

History of Sport Culture

생체의 구조와 기능, 효율적인 운동기술의 모델, 운동수행능력의 향상, 운동수행에 장비와 도구, 인간과 이들 장비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learn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human body, the models of efficient exercises, the increase of 

athletes'ability to perform exercises,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for exercises, and the physical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s and equipment.

● 스포츠생리학(502170)

Sports Physiology

생리학적 기초를 익히고 신체 운동의 상태를 연구, 분석하고, 인체기능의 변화를 이해한다.

Students learn basics of sport physiology, analyze the state of physical movements, and understand the change of 

physical functions.

● 체육측정평가(50379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신체운동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리․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studies the basic statistical skills needed to manage various phenomena in physical education quantitatively.

● 운동학습및제어(506713)

Athletic Learning and Control

각종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요구되는 운동기술의 습득과 그 영향 요인에 관한 기제의 이해를 위해 연습 방법, 피드백, 운동학습 

이론 및 운동 기억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이론을 섭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findings centering around the methods of practice, feedback, 

motor learning theory, and motor memory,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motor skill acquisition and its application to 

teaching various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 태권도경기규칙및심판법(506766)

Referee Method Theory Of Taekwondo

태권도 경기의 규칙을 이해, 숙지하게 하고 심판의 자질 및 경기운영 능력을 체득하도록 교육한다.

This course instructs the students in the competition rules of Taekwondo and how to referee and manage 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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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시범실기Ⅰ(506770)

Demonstration Practice Ⅰ

태권도의 수련 중 태권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태권도의 시범에 필요한 기본동작 시범, 품새시범, 

겨루기시범, 격파시범, 호신술시범 등의 전체시범의 실습을 통해 시범능력과 시범지도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cultivates an ability to give an demonstration and to instruct a demonstration through the practice of the 

demonstrations of basi movements, Poomsae, sparring, breaking, self-defence, which are necessary for Taekwondo 

demonstrations most effective in promoting it home and abroad.

● 태권도시범실기Ⅱ(506771)

Demonstration Practice Ⅱ

태권도의 수련 중 태권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태권도의 시범에 필요한 기본동작 시범, 품새시범, 

겨루기시범, 격파시범, 호신술시범 등의 전체시범의 실습을 통해 시범능력과 시범지도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cultivates an ability to give an demonstration and to instruct a demonstration through the practice of the 

demonstrations of basi movements, Poomsae, sparring, breaking, self-defence, which are necessary for Taekwondo 

demonstrations most effective in promoting it home and abroad.

● 태권도연구발표(506774)

Taekwondo Seminar

태권도 각 분야에 대한 뛰어난 연구실적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연구하고 토론하여 태권도의 학술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발표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examines the results of the studies outstanding in each field and analyze, study, and discuss the problems. In 

this course the  students establish the basics of academic methodology of Taekwondo and further cultivate an ability for 

presentation.

● 태권도장경영론(506776)

Theories of Management of Taekwondo Studios

회원관리, 시설, 홍보, 프로그램 작성 등 태권도장 경영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효율적인 도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nables efficient operation of an exercise hall by teaching the theory and practice related to management of a Taekwondo 

gymnasium such as member management, facilities, publicity, program organization, etc.

● 태권도지도자론(506780)

Theories of Taekwondo Coaching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학을 태권도에 접목하여, 태권도의 구성요소,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지도자론등 태권도지도자에게 필요한 제반 이론을 다룬다.

This course is provided to elevate the educational effect of Taekwondo with grafting pedagogy and to learn essential 

theories for the Taekwondo directors such as a constituent element, curriculum, a learning method of professors, 

evaluation, a leadership theory.

● 스포츠산업론(507257)

Theories of Sports Industry

스포츠 산업론은 태권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포츠 산업과 이벤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과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향후 실무적으로 스포츠 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수업의 주목적이다.

It provides students who major in taekwondo sports with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necessary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plan for industrial sports and sports events and put the plans into practice,and enables the students to make a 

practical approach to the sports industry in the future.

● 태권도전공영어Ⅰ(507312)

Taekowndo Practical English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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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때, 현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태권도용어를  영어로 반복연습하고 실습해봄으로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When we trained Taekwondo in other country, we must repeat Taekwondo terms and Taekwomdo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breed up trainer ei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 태권도전공영어Ⅱ(507313)

Taekowndo Practical English Ⅱ

해외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때, 현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태권도용어를  영어로 반복연습하고 실습해봄으로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When we trained Taekwondo in other country, we must repeat Taekwondo terms and Taekwomdo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breed up trainer ei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 품새Ⅰ(507744)

Poomsae Ⅰ

유급자 및 유단자 품새의 원리, 동작 구성, 철학 등을 익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각 품새 원리에 맞는 품새 동작을 표현하고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nables trainees to express and exhibit Poomsae motions suitable to each Poomsae principle by making themselves 

familiar with and having them understand the principle, motion formation and philosophy of Poomsae of a non-black belt 

holder and a black belt holder.

● 품새Ⅱ(507745)

Poomsae Ⅱ

유단자 품새의 원리, 동작 구성, 철학 등을 익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각 품새 원리에 맞는 품새 동작을 표현하고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창작 품새를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품새 수행능력을 배양한다.

Enables trainees to express and exhibit Poomsae motions suitable to each Poomsae principle by making themselves 

familiar with and by having them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principle, motion formation, philosophy, etc. of black belt 

holders. Also, it cultivates practical performance ability of Poomsae able to make individual creation Poomsae.

● 태권도철학(507748)

Philosophy of Taekwondo

체육․스포츠의 개념 정립, 신체․정신과의 관계 규정 및 태권도 및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사고방법 터득, 

스포츠(태권도)의 윤리, 미학적인 측면을 고찰한다.

Explore the philosophical aspects in the sporting world. Understand the branches of philosophy: Metaphysics, 

Epistemology. Ethics, Taekwondo related with sport. Criticize the problem from our sport(Taekwondo) experiences to learn 

the philosophic thinking.

● 호신술지도법(507749)

Teaching method of Self-Defense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태권도 기술동작과 다양한 호신 기술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들을 익힌다.

Understand technical motions and various art of self-defence of Taekwondo and learn the basic and application skills of 

Taekwondo, for the purpose of self-defence.

● 태권도성장발달론(507755)

Theory of Growth & Development in Taekwondo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운동행동의 발달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 등을 이해한다. 특히, 노인 및 유아기의 

지각-운동 체계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어 연령과 개인 특성에 맞는 태권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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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the developmental change and the factors underlying those changes in human moto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and develop the ability to plan and conduct the developmental taekwondo  programs based on perceptual motor 

develop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for elders and children.

● 졸업실기(507758)

Practical Test of Graduation

교과과정에서 다루었던 세부적인 실기 내용들에 대해 학습자들의 종합적인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Evaluates comprehensive practical technique of learners regarding detailed practical technique contents dealt with in a 

curriculum.

● 품새Ⅲ(508004)

PoomsaeⅢ

품새 Ⅰ․Ⅱ의 내용보다 체계적으로 반복 숙달하여, 태권도 품새지도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그 능력을 배양한다.

Poomsea Ⅲ developed capability of poomsae instruction by systematically mastering poomsae skills in addition to 

poomsae Ⅰ․Ⅱ.

● 산학연계학Ⅰ(508612)

Industrial Related CourseⅠ

학생들의 현장 실습교육 및 적응을 위하여 태권도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개발, 현장 실습 교육 및 취업협력을 실시한다.

With professors' help for students to practice at actual workplace and adaptation, curriculum development, students' 

on-the-job training, and job cooperation through joint of Taekwondo field is implemented

● 산학연계학Ⅱ(508615)

Industrial Related CourseⅡ

취업 경쟁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 취업 현장에 나가 태권도 지도법, 체육관 경영, 소비자 상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makes student to learn Taekwondo teaching method, Taekwondo studio management, consumer counselling 

in at actual workplace.

● 신체운동학(509060)

kinesiology

생체의 구조와 기능, 효율적인 운동기술의 모델, 운동수행능력의 향상, 운동수행에 장비와 도구, 인간과 이들 장비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learn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human body, the models of efficient exercises, the increase of 

athletes'ability to perform exercises,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for exercises, and the physical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s and equipment.

● 운동과웰니스(509061)

exercise and wellness

건강생활습관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체력과 웰니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Healthy lifestyle plan and perform the desired health and wellness goals through to reach where you can start the proces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 겨루기Ⅲ(509567)

Competition Techniques and Sparring III

태권도는 겨루기의 기본자세와 품새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더불어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실전 겨루기(중급)를 

신체단련을 통해 태권도의 우수성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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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lass will develop a foreground for taekwondo sparring’s basic posture, and form while improving both offensive and 

defensive skills. The skills cultivated through an actual match (intermediate)will be achieved through disciplining the body.

● 겨루기Ⅳ(509568)

Competition Techniques and Sparring IV

태권도는 겨루기의 기본자세와 품새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더불어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실전 겨루기(고급)를 

신체단련을 통해 태권도의 우수성을 함양한다.

This class will develop a foreground for taekwondo sparring’s basic posture, and form while improving both offensive and 

defensive skills. The skills cultivated through an actual match (advanced)will be achieved through disciplining the body.

● 전문체력(509969)

Professional Fitness

최근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기초 체력관리법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체력 

관리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This class allows for the student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training methods while increasing their own basic training methods. So, students will learn the skills needed for their 

relative major.

● 태권도경기분석(510020)

Analysis of Taekwondo Competition

태권도 경기영상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경기방식에 대하여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으며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By watching taekwondo competition videos, students will look for inefficient skills so that they may compare, analyze, and 

discuss these point.

● 태권도사회입문(510021)

Social Guide of Taekwondo

오늘날 태권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태권도 사회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각 요인들에는 태권도와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국가, 윤리, 건강, 이념 등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태권도사회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토론과 발표를 

진행한다.

This class will help determin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rn day taekwondo field and society. For 

example the relations between politics, business, culture, education, family, nation, ethics, health etc. and taekwondo will 

be analyzed. So, debates and presentations will be required.   ,

● 태권도스트레칭Ⅰ(510022)

Taekwondo Stretching I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의 운동 가동범위 및 부상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태권도의 기본동작 및 기본발차기 능력을 향상시켜 

본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Since the goal of stretching is to improve the body’s movements, range of motion and to prevent injuries, taekwondo’s 

basic movements and kicking skills can also be easily taught and improved on through stretching.

● 태권도스트레칭Ⅱ(510023)

Taekwondo Stretching II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의 운동 가동범위 및 부상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태권도의 기본동작 및 기본발차기 능력을 향상시켜 

본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초, 중, 상급 단계를 바탕으로 숙련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한다.

Since the goal of stretching is to improve the body’s movements, range of motion and to prevent injuries, taekwondo’s 

basic movements and kicking skills can also be easily taught and improved on through stretching.  The skills will be taught 

from a basic,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so that the skills can be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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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장상담론(510024)

Counseling of Taekwondo

본 강의의 목적은 기존의 상담이론을 토대로 태권도 선수와 일반인에게 적용 가능한 상담기법을 익히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특히 태권도가 사람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통하여 생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건전한 삶을 추구하도록 상담하는 과정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application of counseling theories to the sport situations with both 

taekwondo players and normal people. Especially, based on the benefit of taekwondo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unseling 

procedures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human’'s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factors that can be developed through 

in taekwondo activities.

● 태권도재활트레이닝Ⅰ(510025)

Rehabilitation Training of Taekwondo I

태권도 경기 및 훈련에서 일어나는 신체부상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재활방법을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how to appropriately deal with the physical injuries occurred in taekwondo competi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to learning effective and systematic rehabilitation methods.

● 태권도재활트레이닝Ⅱ(510026)

Rehabilitation Training of Taekwondo II

태권도 실습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에는 연령, 성별, 집단(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활방법 및 운동 프로그램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재활방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각각의 요인에 따라 학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learn rehabilitation methods and exercise programs for injuries caused by practicing 

taekwondo in regards to age, gender, and other factors. 

This curriculum will teach students how to consider each factor when applying rehabilitation methods and exercise 

programs

● 태권도해외파견교육(510027)

Education of Overseas Expansion

태권도의 국제화에 따라 해외파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구체적 방법모색과 자질, 능력 등을 배양한다.

Cultivates concrete methods, disposition, ability, etc. to be equipped with as a leader who will be dispatched overseas, in 

accordance with globalization of Taekwondo.

● 품새Ⅳ(510035)

Poomsae IV

태권도 품새의 기본동작을 바탕으로 유급자 품새의 정확성과 수련성을 학습한다. 또한 일선 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유단자 

품새의 지도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teach taekwondo form’s basic movements background for beginners (color belts) to accurately perform 

their designated form. In addition, teaching methods for black belt forms to will be taught in order to teach in a taekwondo 

gym.

● 피트니스트레이닝(510040)

Fitness Training

생리학적, 생체 역학적, 영양학적 측면에서 트레이닝의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The study of physiological, biomechanical, nutritional aspects of training principle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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