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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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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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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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신설 (20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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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C+사업 수행

• 2018. 교원정보 

 - 독어독문학과(4명) 물리학과(4명) 수학과(1명)교원 교양대학으로 소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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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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한자(100027)

Practical Chinese Characters

한국에서 상용하고 있는 한자를 습득시켜 한국어 교육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한문으로 기록, 정착된 한국 고전 및 교훈서를 

독해함으로써 덕성 교육을 함양한다.

Teaches frequently-used Chinese characters in Korea, enhances the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ivates 

morality through the reading of Korean classics and informative tex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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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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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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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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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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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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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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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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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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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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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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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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팅마인드와코딩(100126)

Compute Mind and Coding

본 교육과정은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블록 기반의 스크래치 프로그램 개발 도구를 사용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교육 과정으로 코딩 하는 능력을 기르기 보다는 코딩을 통해 여러 가지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한 결과를 직접 실습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Rather than foster the ability to code to create creative programs using block-based Scratch program development tools 

developed by the MIT Media Lab, this course offers a number of thinking and coding opportunities. It is structured based on 

theory and practice, and provides hands-on experience and checking of learning outco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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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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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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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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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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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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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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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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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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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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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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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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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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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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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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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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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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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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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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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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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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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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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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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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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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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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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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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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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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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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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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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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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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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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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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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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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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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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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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10:03:0416 / 69[Uca04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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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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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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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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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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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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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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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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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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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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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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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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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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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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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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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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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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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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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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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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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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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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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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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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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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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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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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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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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소프트웨어설계(800088)

Creative Software Design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언어 능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스크래치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문제 

해결, 프로젝트 기획, 아이디어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중요 전략들을 배우게 된다. 또한 로보랩을 활용하여 단계적 컴퓨터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한 컴퓨팅사고력을 배양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직접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레고(Lego)블럭의 

조립과정과 같이 직관적으로 보면서 쉽게 프로그램의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The ability to code computer programs is an important part of literacy in today’s society. When people learn to code in 

Scratch, they learn important strategies for solving problems, designing projects, and communicating ideas. We also use 

RoboLab to cultivate computing thinking through step-by-step computer algorithm and programming education. It is not a 

direct programming language like a programming language, but it learns the basic principles of programming easily while 

looking intuitively like the assembly process of a Lego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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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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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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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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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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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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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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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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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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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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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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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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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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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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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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및통계입문(509234)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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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특허의세계(200106)

2018.03.12 10:03:0432 / 69[Uca0402r]



Invention and Patent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도록 하고, 이를 특허 명세서로 작성한다.

Students invent new idea using some tools to help them become more creative. They write patent specifications of the 

inventions.

● 생활속의수리(200142)

Mathematics in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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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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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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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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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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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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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으로배우는설득과협상(200752)

Negotiation & Persuasion Games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본 과정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1:2의 비율로 해서 설득과 협상에 관한 다양한 방법과 요령들을 

체득해 간다.

본 과정은 경영 마인드,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갈등 관리, 팀 빌딩, 소통 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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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uasion and Negotiation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due to the demass society driv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class parctice various comunication skills by using games developed by the world class 

HRD organiz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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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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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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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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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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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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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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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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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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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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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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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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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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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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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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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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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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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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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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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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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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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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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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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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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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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10:03:0444 / 69[Uca0402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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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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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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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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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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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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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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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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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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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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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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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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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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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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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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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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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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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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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의역사(200894)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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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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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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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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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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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스포츠사회현상읽기(201000)

Understanding Sport issues

현대사회에서의 키워드는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스포츠현상들은 사회 곳곳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 다양한 사회현상 중 하나인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스포츠의 현상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교과목은 사회학적 이론과 관점에서 스포츠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여가생활의 하나로 스포츠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이해 및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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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적인미래설계(201001)

Successful Future Pl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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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한다.

자기 자신의 인지와 수용을 바탕으로 진로탐색과 생애설계를 할 수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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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It allows the thorough preparation for a successful fu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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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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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속의통계이해(201002)

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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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를위한발명특허(201003)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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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글로벌인성(201004)

DEU Global Personality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융합역량, 소프트웨어 역량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성·창의성·감성·인성을 아우르는 미래 인재를 배양하여야 한다. 이에 본 교과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따뜻한 공감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

In order to nurture human resource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ducation on creative and convergence capabilities and software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particular, we must cultivate future talents that include expertise, creativity, sensitivity, and personality.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with a global sense of warm empathy.

● 창의적인사고와발명(201005)

Creative Thinking and Invention

본 강의는 수강생에게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 방안과 혁신적인 문제 해결 이론인 TRIZ 방법론에 기반을 둔 발명 원리를 다룬다. 

수강생은 TRIZ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혁신적인 발명 주제에 대한 팀 단위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원리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The aim of the course is to introduce the students to well-known creative thinking methods and principles of invention using 

innovative problem-solving theory, TRIZ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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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프린팅스튜디오(201006)

3D Printi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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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이렇게 구상한 아이디어를 메이커 

스튜디오에서 3D 프린터, 3D 스캐너, 레이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실현해 본다.

Students analyze recent industry trend and make idea with the other students. They actualize their own idea  using 3 

dimensional printers, 3 dimensional scanners and laser cutters in  makers’studios.

● 산업과색채의이해(201007)

Understanding the Colors of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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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한생활과경제(201008)

Our Smart Economic Life

이 강의의 주된 내용은 스마트한 생활을 위하여, 현실에서 발견되는 경제현상과 이를 분석하는 경제이론이다. 주요 소비자 생산자, 

거시 경제이론은 맨큐경제학의 ppt로 설명한다. 또한 경제문제와 현상을 그림, 영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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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kiw’s ppt. The focuses are on the explanations of the famous 

pictures, movies, c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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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경영과e비즈니스(201009)

Smart Business and 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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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블루오션전략을통한스포노믹스(201010)

Sponomics through Blue Ocea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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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omics through blue ocean strategy by studying the recent 

theories and cases related to sport industry and sport marketing.

● 한의학을통한내몸알아보기(201011)

Understanding of My Body through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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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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의이해와철학적치유(201012)

Understanding of Human Mind and Philosophical Therapy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달이 가속화 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반해 개인과 사회 내면에는 불안과 우울, 심리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시대다. 본 강좌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인간의 마음을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오늘날 

철학적인 마음 치유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성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This Class analyzes the background of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It includes topics on Human Mind, philosophical 

methods of Psychotherapy, the mind/body problem, self-consciousness, ethics and aesthetics.

● 차이나파워(201013)

China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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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니스면역과운동(201014)

Wellness Immunity and Exercise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수 많은 의, 과학적 지식과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 스포츠와 관계하는 웰니스 면역과 

운동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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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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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전문학산책(201015)

Strolling in the Forest of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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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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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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와명상(201016)

Modern Society and Meditation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는 개인의 핵심 역량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 정신적 불안과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명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 탐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본 강좌는 명상 이론과 체험, 수련을 통해 창의적이며 정의로운 

인재의 창의인성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In the 21st century global society requires creativity education that can maximize the core competencies and creativity of 

individuals. Modern society is causing mental instability and a lot of stress i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Through meditation, it aims to foster creative talent that enables people to develop new values through meditation and 

self-importance. Through meditation theory, experience and training,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creativity of creative and 

righteous individuals.

● 소셜콜라보레이션(201017)

Social Collaboration

소셜콜라보레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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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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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속의수리이야기(201018)

A Story Of Mathematics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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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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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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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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심리학(400623)

Developmental Psychology

본 교과목에서는 태내에서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인지적 발달로 구분하여 인간의 발달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this course, various theories about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from the inborn to the childhood are introduced, and 

human development process which is divided into physical-, social-, and cognitive-development is exam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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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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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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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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와정치(504478)

Modern Society and Politics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기본 개념과 주요 주제들의 분석을 통해 정치이론과 관련된 현상들을 살펴본다. 또한 

정치학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와 현대정치사의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정치에 대한 보편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 통찰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Through the analysis of basic concepts covered in the political process of contemporary society, we look at phenomena 

related to political theories through analysis of key topics. It also explains and analyzes the various political phenomena 

that emerge in the modern society, focusing on the key topics dealt with in politics and the main events of contemporary 

political history. It aims to broaden the universal understanding of politics in the modern society and foster creative ins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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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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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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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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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10:03:0460 / 69[Uca04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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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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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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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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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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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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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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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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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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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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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10:03:0464 / 69[Uca04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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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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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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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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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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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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700164)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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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201019)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Society

인류사 관점에서 1~3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의의를 진단한다. 현재 새로운 대 분기를 초래할 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3D 

프린팅, 모바일 등 관련 요소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rom the viewpoint of human history, it identifies the concept of the first to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diagnoses its 

significa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bring about a new quarter, is going on and what is the core.

We also aim to learn in depth about AI,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3D Printing, Mobile and related fa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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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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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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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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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cience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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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