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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의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학협력 특성화 최우수 대학

•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 및 예술 중심교육

•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열린교육

•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실용교육

• 창의적이고 성실한 지식인 육성

•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가 육성

• 협동과 조화를 중시하는 실용인 육성

• 세계를 향한 글로벌 리더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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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성의 개요

교양교육 교육과정은 모든 교양과목을 학문관심영역(이하 “영역”이라 함)으로 분류하여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양교육 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원칙을 정하여 편성한다.

가. 모든 교양교과목은 영역별로 분류하며,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육을 도모한다.

나. 필수과목의 지정이나 기타 이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가. 공통필수 교과목

◦ 글쓰기와 의사소통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 영 어 : 교양영어(영어, 영어회화)는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 봉사활동, 진로설계 : 학생처에서 주관 운영한다.

나. 학문기초 교과목

◦ 단과대학별 학문기초 교과목에 대하여 각 학과별로 23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 필수로 편성할 수 있다.

◦ 학문기초 교과목은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에 따라 단과대학에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

    (강사 선임 및 시간 배정 등 강의와 관련된 기본 사항)를 기초교육학부에 매 학기 전달한다.

◦ 단과대학은 학문기초 교과목을 운영할 책임교수를 지정 운영한다.

다. 영역별 교양 교과목

◦ 1 - 5 영역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라. 교양선택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기존에 개별 학과가 의뢰하여 개설한 교양선택 과목의 경우도 2010 

 학년도부터는 기초교육학부가 주관 운영한다. 기초교육학부는 강사 선임이나 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학과에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과목의 성격 상 특정학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학과가  

 과목을 운영한다. 이런 경우 해당 과목의 강사 및 운영에 관한 기초 사항을 매 학기 기초교육학부에 제출한다.

◦ 외국어영역은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2013학년도 주간 교양교육과정



-  6  -

3. 교양필수

가. 공통필수 교과목

학과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전체학과

100761 글쓰기와 의사소통 (Writing and Presentation) 2 2 0

100190

100820

영어(1) (English1)

고급영어(1) (Advanced English1)
2 2 0 택1

100200

100821

영어(2) (English2)

고급영어(2) (Advanced English2)
2 2 0 택1

100770

100818

실용영어회화(1)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1)

고급실용영어회화(1)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1)
1 2 0 택1

100771

100819

실용영어회화(2)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2)

고급실용영어회화(2)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2)
1 2 0 택1

100935 진로설계 (Career Design) 1 1 0

합  계 9 11 0

 ※ 상기과목 중 택1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중복취득이 불가함(동일지정 과목임)

 ※ 기술경영융합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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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문기초 교과목

○ 공과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65

100816

미분적분학(1)

고급미분적분학(1)
3 3 0 택1

교필및교선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교필및교선 100503 기술과디자인 2 2 0

2

교필및교선
100166

100817

미분적분학(2)

고급미분적분학(2)
3 3 0 택1

교필및교선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503 기술과디자인 2 2 0

2 1,2 교필및교선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3 1,2

교필및교선 100504 공학기술과경영 2 2 0

교필및교선 1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 2 2 0

교필및교선 100502 일반생물학 3 3 0

4 1,2 교필및교선 100956 공학도를위한소프트스킬 3 3 0



-  8  -

○ 정보통신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65

100816

미분적분학(1)

고급미분적분학(1)
3 3 0 택1

교필및교선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교필및교선 100502 일반생물학 3 3 0

2

교필및교선
100166

100817

미분적분학(2)

고급미분적분학(2)
3 3 0 택1

교필및교선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교필및교선 100502 일반생물학 3 3 0

교필및교선 100503 기술과디자인 2 2 0

교필및교선 100351 환경과인간 2 2 0

교필및교선 100951 생물학(1) 3 3 0

2

1
교필및교선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교필및교선 100504 공학기술과경영 2 2 0

2
교필및교선 1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 2 2 0

교필및교선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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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이오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65

100816

미분적분학(1)

고급미분적분학(1)
3 3 0 택1

교필및교선 100120 물리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521 화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502 일반생물학 3 3 0

교필및교선 100506 생리학 2 2 0

교필및교선 100507 생물학(1) 2 2 0

2

교필및교선
100166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미분적분학(2)
3 3 0 택1

교필및교선 100130 물리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522 화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502 일반생물학 3 3 0

교필및교선 100508 생물학(2) 2 2 0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351 환경과인간 2 2 0

교필및교선 100951 생물학(1) 3 3 0

2 2 교양필수 100705 보건학 2 2 0

○ 조형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74 평면조형 2 1 2

2 교필및교선 100178 입체조형 2 1 2

2

1

교필및교선
100514

100515

디자인마케팅

문화매니지먼트
2 2 0 택1

교필및교선
100513

100758

디자인 심리

예술론
2 2 0 택1

2

교필및교선 100512 창의적 발상 3 3 0

교필및교선
100509

100511

미술사

디자인사
3 3 0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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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516 서양고전읽기 3 3 0

교필및교선 100518 신화의세계 3 3 0

교필및교선 100529 동양고전읽기 3 3 0

교필및교선 100962 사회과학개론 3 3 0

2

교필및교선 100524 대중문화의이해 3 3 0

교필및교선 100594 문학의세계 3 3 0

교필및교선 100259 법학개론 3 3 0

○ 기술경영융합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공통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교필및교선 100816 고급미분적분학 3 3 0

교필및교선 100193 경제학원론(미시) 3 3 0 글로벌경영학과경영학전공

교필및교선 100194 경영수학 3 2 2
글로벌경영학과GTM전공

교필및교선 100518 신화의세계 3 3 0

2

교필및교선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MSDE

전공
교필및교선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교필및교선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3 3 0

교필및교선 100194 경영수학 3 3 0 글로벌경영학과경영학전공

교필및교선 100193 경제학원론(미시) 3 3 0

글로벌경영학과GTM전공2 1 교필및교선 100195 법의이해 3 3 0

4 2 교필및교선 100196 기후변화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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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역별 교양필수

영 역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공학 비고

1영역

(철학과 

윤리)

100764

100765

100643

현대사회와철학 (Modern Society and Philosophy)

동양사상과현대 (Oriental Thought and Modernity)

현대사회와윤리 (Ethics in Modern Society)

2

2

2

2

2

2

0

0

0

인증

인증

택1

2영역

(역사와 

문명)

100762

100639

100829

한국사의재조명 (Korean History)

역사와인간 (History and Human Beings)

동서문명의교류 ( Interaction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2

2

2

2

2

2

0

0

0

인증

인증
택1

3영역

(사회와 

경제)

100798

100799

100831

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Society)

정치의이해 (Understanding Politics)

경제의이해 (Understanding Economy)

2

2

2

2

2

2

0

0

0

인증

인증 택1

4영역

(예술과 

문화)

100861

100862

100766

현대예술의이해 (Understanding Contemporary Art)

현대문학의이해 ( Understanding Contemporary 

Literature)

현대문화론 (The Theory of Modern Culture)

2

2

2

2

2

2

0

0

0

인증

인증

택1

5영역

(과학과 

기술)

100833

100863

100864

기술과사회 (Technology and Society)

자연과학의세계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

생명과인간 (Life and Human Beings)

2

2

2

2

2

2

0

0

0

인증

인증 택1

 ※ 공과대학 : 공학 ‘인증’표기 교과목 중 택1 

 ※  기술경영융합대학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 학문기초 교과목인 동양문명의이해(100813)를 2영역 대체  

 교과목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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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양선택

- 체육, 외국어, 단과대학 학문기초영역, 기타영역의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체육관련교과는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체육영역

         100154 테니스 (Tennis) (2-1-2)

         100155 탁구 (Table Tennis) (2-1-2)

         100156 농구 (Basketball) (2-1-2)

         100157 골프 (Golf) (2-1-2)

         100147 볼링(1) (Bowling1) (2-1-2)

         100148 볼링(2) (Bowling2) (2-1-2)

         100712 운동과건강 (Motion and Health) (2-2-0)

         100345 수상스키 (Water Ski) (2-0-4)

         100346 스키 (Ski) (2-0-4)

▒ 외국어영역

         100275 비즈니스영어회화(1) (Business English (1)) (2-2-0)

         100276 비즈니스영어회화(2) (Business English (2)) (2-2-0)

         100277 영어짧은글쓰기 (English Short Composition) (2-2-0)

         100278 영어에세이쓰기 (English Essay Writing) (2-2-0)

         100279 멀티미디어영어회화(1) (Multimedia English (1)) (2-2-0)

         100280 멀티미디어영어회화(2) (Multimedia English (2)) (2-2-0)

         100281 여행영어회화(1) (Travel English (1)) (2-2-0)

         100282 여행영어회화(2) (Travel English (2)) (2-2-0)

         100283 시사영어회화(1) (Current Events English (1)) (2-2-0)

         100284 시사영어회화(2) (Current Events English (2)) (2-2-0)

         100211 일본어(1) (Japanese1) (2-2-0)

         100212 일본어(2) (Japanese2) (2-2-0)

         100534 불어(1) (French1) (2-2-0)

         100536 불어(2) (French2) (2-2-0)

         100101 독어(1) (German1) (2-2-0)

         100102 독어(2) (German2) (2-2-0)

         100682 중국어(1) (Chinese1) (2-2-0)

         100683 중국어(2) (Chinese2) (2-2-0)

         100311 영어청취연습 (English Listening Practice) (3-3-0)

         100258 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3-3-0)

         100424 기본영어 (Essential English) (2-2-0)

         100425 영어독해연습 (English Reading Practice)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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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26 시사영어독해 (English Reading : Current Issues) (3-3-0)

         100427 기본영문법 (Basic English Grammar) (3-3-0)

         100428 실용영문법 (English Grammar in Use) (3-3-0)

         100429 영어발음의원리와교정 (Principles of English Pronunciation & Pronunciation Correction) (2-2-0)

         100430 학술영어쓰기 (Academic English Writing) (3-3-0)

         100431 아랍어와문화이해(1)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 1) (2-2-0)

         100432 아랍어와문화이해(2)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 2) (2-2-0)

         100967 영어말하기의기초(English Speaking Fundamentals) (2-2-2)

         100968 영어문단쓰기(English Paragraph Writing) (2-2-2)

         100969 문화간의의사소통이해(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2-2)

         

▒ 공과대학 학문기초 영역

         100500 컴퓨터 (Computer) (2-1-2)

         100503 기술과디자인 (Technology and Design) (2-2-0)

         100504 공학기술과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2-2-0)

         1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 (Technical report writing and presentation) (2-2-0)

         100690 확률과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3-0)

         100502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3-0)

         100956 공학도를 위한 소프트스킬 (Softskils for Engineers) (3-3-0)

 

▒ 인문사회대학 학문기초 영역

         100516 서양고전읽기 (Reading Western Classics) (3-3-0)        

         100518 신화의세계 (Understanding Mythology) (3-3-0)

         100529 동양고전읽기 (Reading Eastern Classics) (3-3-0)

         100524 대중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3-3-0)

         100594 문학의세계 (Understanding Literature( (3-3-0)         

         100259 법학개론 (An Introdution to Law) (3-3-0)         

         100962 사회과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3-3-0)

▒ 기타영역

         100325 과학기술과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Patenting) (2-2-0)

         100326 연극의이해 (Understanding Play) (3-3-0)

         100327 영화의이해 (Understanding Movies) (3-3-0)

         100774 공학도를위한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Technology for Engineers) (3-3-0)

         100775 현대사회와공학윤리 (Contemporary Society and Engineering Ethics) (3-3-0)

         100776 공학도를위한학습전략 (Learning Strategies for Engineers) (3-3-0)

         100777 공학도리더십과커뮤니케이션 (Leadership&Communication Skills for Engineers) (3-3-0)

         100778 영화로읽는세상 (Movie and Society)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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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80 철학과예술 (Philosophy and Art) (3-3-0)

         100781 생명의과학,생명의 철학 (Science of Life) (3-3-0)

         100782 서울의역사와문화 (History and Culture of Seoul) (3-3-0)

         100783 현대서양의형성 (Contemporary History of the West) (3-3-0)

         100784 현대메가트렌드읽기 (Contemporary Society and Megatrends) (3-3-0)

         100785 대중문화와사회 (Popular Culture and Society) (3-3-0)

         100786 현대과학과인류문명 (Modern Science and Civilization) (3-3-0)

         100787 편미분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3-3-0)

         100590 오늘의한국사회 (Contemporary Korea Society) (3-3-0)

         100591 선형대수 (Linear Algebra) (3-3-0)

         100592 수치해석(1) (Numerial Analysis(1)) (3-3-0)

         100593 수치해석(2) (Numerial Analysis(2)) (3-3-0)

         100933 대학기초수학 (Pre-Calculus) (3-4-0)

         100688 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3-3-0) 

         100690 확률과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3-0)

         100692 생활한자와기초한문 (Chiness character and Sentenses) (3-3-0)

         100693 직업과삶 (Vocational Ethics) (2-2-0)

         100553 지식의세계 (Introduction to Human Knowledge) (2-2-0)

         100351 환경과인간 (Environment and Human) (2-2-0)

         100360 식품과건강 (Food and Health) (3-3-0)

         100694 과학과문화 (Science and Culture) (3-3-0)

         100695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3-3-0)

         100331 현대문화와사상 (Philosophy and Modern Culture) (3-3-0)

         100696 한국의사상과윤리 (Korean Philosophy and Ethics) (3-3-0)

         100322 한국사총론 (General Study of Korean history) (3-3-0)

         100323 한국근현대사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3-3-0)

         100813 동양문명의이해 (Understanding of Eastern Civillization) (3-3-0)

         100814 서양문명의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Civillization) (3-3-0)

         100342 여성학 (Women’s Studies) (3-3-0)

         100180 심리학 (Phychology) (3-3-0)

         100259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aws) (3-3-0)

         100934 음악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music) (2-1-2)

         100539 현대국제관계론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3-3-0)

         100577 과학기술과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3-0)

         100699 사회사상과이념 (Social thoughts and Ideologies) (3-3-0)

         100700 증권투자의이해 (Understanding Stock Investment) (3-3-0)

         100932 취업과진로 (Career & Work) (2-2-0)

         100823 인터넷과윤리 (Internet Ethics) (2-2-0)

         100750 한국의현대미술 (Korean Contemporary Art)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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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00 미디어로보는세상 (Media and Society) (3-3-0)

         100797 봉사활동(2) (Social Work2) (1-0-0)

         100506 생리학 (Physiology) (2-2-0)

         100633 생활속의언어 (Language of life) (3-3-0)

         100595 현대정보사회와인터넷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ternet) (3-3-0)

         100596 세계화와국제정치 (Globalization and World Politics) (3-3-0)

         100597 한국의조형문화 (Art Culture of Korea) (3-3-0)

         100598 디자인과지식재산 (Design & Intellectual Property) (3-3-0)

         100599 예술과상상력 (Art and Imagination) (3-3-0)

         100796 봉사활동(1) (Social Work1) (1-0-0)

         100953 동아시아종교론 (Religions in East Asia) (3-3-0)

         100954 산업과경제 (Industry and Economics) (3-3-0)

         100955 건축과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Architecture and Society) (3-3-0)

         100956 공학도를위한소프트스킬 (Softskils for Engineers) (3-3-0)

         100957 도자공예 (Ceramics) (3-2-2)

          100958 읽기와쓰기의즐거움 (Joy of Reading & Writing) (3-3-0)

         100959 발표와토론 (Presentation & Debate) (3-3-0)

         100960 수학의세계 (Mathematical World) (3-3-0)

         100961 통계의활용 (Practices in Statistics) (3-3-0)

※ 졸업시험 대체교과목 : 졸업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영어3, 영어4, 영어5 :  2006학년도 이후의 전일제(주간) 입학생은 졸업시험 대체교과를 인정하지 않으나,  

 신입학한 전일제(주간)학생 중 실업계고교 출신자는 예외로 인정함 

         (사전에 학과(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100713 영어(3) (English 3) (2-2-0)

         100714 영어(4) (English 4) (2-2-0)

         100827 영어(5) (English 5) (2-2-0)

▒ 외국인을위한한국어1, 외국인을위한한국어2 :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100943 외국인을위한한국어(1) (Korean 1 for Foreign Students) (3-3-0)

         100944 외국인을위한한국어(2) (Korean 2 for Foreign Students)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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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는 아래의 교과목에 대하여 2011학년도부터는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하되,    

 학과 또는 대학에 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구 교육과정

비고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이론 실습

3 1,2 교선 100360 식품과건강 3 3 0

3 1,2 교선 100695 한국미술사 3 3 0

3 1,2 교선 100700 증권투자의이해 3 3 0

3 1,2 교선 100750 한국의현대미술 2 2 0

3 1,2 교선 100633 생활속의언어 2 2 0

3 1,2 교선 100597 한국의조형문화 2 2 0

3 1,2 교선 100598 디자인과지식재산 2 2 0

3 1,2 교선 100326 연극의이해 2 2 0

3 1,2 교선 100327 영화의이해 2 2 0

3 1,2 교선 100692 생활한자와기초한문 2 2 0

3 1,2 교선 100599 예술과상상력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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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성의 개요

교양교육 교육과정은 모든 교양과목을 학문관심영역(이하 “영역”이라 함)으로 분류하여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양교육 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원칙을 정하여 편성한다.

가. 모든 교양교과목은 영역별로 분류하며,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육을 도모한다.

나. 필수과목의 지정이나 기타 이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가. 공통필수 교과목

◦ 글쓰기와 의사소통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 영 어 : 교양영어(영어, 영어회화)는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 중국어 및 일본어 회화 :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나. 학문기초 교과목

◦ 단과대학별 학문기초 교과목에 대하여 각 학과별로 23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필수로 편성할 수 있다.

◦ 학문기초 교과목은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에 따라 단과대학에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

    (강사 선임 및 시간 배정 등 강의와 관련된 기본 사항)를 기초교육학부에 매 학기 전달한다.

◦ 학문기초 교과목별 책임교수를 지정 운영한다.

다. 영역별 교양 교과목

◦ 1 - 5 영역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라. 교양선택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기존에 개별 학과가 의뢰하여 개설한 교양선택 과목의 경우도 2010 

 학년도부터는 기초교육학부가 주관 운영한다. 기초교육학부는 강사 선임이나 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학과에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과목의 성격 상 특정학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학과가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과목의 강사 및 운영에 관한 기초 사항을 매 학기 기초교육학부에  

 제출한다.

◦ 외국어영역은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2013학년도 야간 교양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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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필수

가. 공통필수 교과목

학과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전체학과

200761 글쓰기와 의사소통 (Writing and Presentation) 2 2 0

200190 영어(1) (English1) 2 2 0

200200 영어(2) (English2) 2 2 0

200770

200818

200821

실용영어회화(1)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1)

중국어회화(1) (Chinese Conversation1)

일본어회화(1) (Japanese Conversation1)

1 2 0 택1

200771

200819

200822

실용영어화화(2)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2)

중국어회화(2) (Chinese Conversation2)

일본어회화(2) (Japanese Conversation2)

1 2 0 택1

합  계

 ※ 상기과목 중 택1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중복취득이 불가함(동일지정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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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문기초 교과목

○ 공과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200165 미분적분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793 물리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521 화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200795 일반물리학 3 3 0

교필및교선 200790 일반화학 3 3 0

교필및교선 200502 일반생물학 3 3 0

2

교필및교선 200166 미분적분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794 물리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522 화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795 일반물리학 3 3 0

교필및교선 200790 일반화학 3 3 0

교필및교선 200502 일반생물학 3 3 0

교필및교선 200503 기술과디자인 2 2 0

교필및교선 200351 환경과인간 2 2 0

2

1
교필및교선 200690 확률과통계 3 3 0

교필및교선 200504 공학기술과경영 2 2 0

2
교필및교선 2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 2 2 0

교필및교선 200690 확률과통계 3 3 0

○ 에너지바이오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200165 미분적분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793 물리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521 화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507 생물학(1) 2 2 0

2

교필및교선 200166 미분적분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794 물리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522 화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508 생물학(2)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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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200516 서양고전읽기 3 3 0

2
교필및교선 200524 대중문화의이해 3 3 0

교필및교선 200698 문화인류학 3 3 0

○ 기술경영융합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200293 경제학원론(미시) 3 3 0

글로벌경영학과경영학전공
2 교필및교선 200524 대중문화의이해 3 3 0

다. 영역별 교양필수

영 역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영역

(철학과 

윤리)

200764

200765

200643

현대사회와철학 (Modern Society and Philosophy)

동양사상과현대 (Oriental Thought and Modernity)

현대사회와윤리 (Ethics in Modern Society)

2

2

2

2

2

2

0

0

0

택1

2영역

(역사와 

문명)

200839

200639

200838

한국사의재조명 (Korean History)

역사와인간 (History and Human Beings)

동서문명의교류 ( Interaction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2

2

2

2

2

2

0

0

0
택1

3영역

(사회와 

경제)

200798

200799

200841

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Society)

정치의이해 (Understanding Politics)

경제의이해 (Understanding Economy)

2

2

2

2

2

2

0

0

0

택1

4영역

(예술과 

문화)

200861

200862

200766

현대예술의이해 (Understanding Contemporary Art)

현대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Contemporary Literature)

현대문화론 (The Theory of Modern Culture)

2

2

2

2

2

2

0

0

0

택1

5영역

(과학과 

기술)

200800

200863

200864

기술과사회 (Technology and Society)

자연과학의세계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

생명과인간 (Life and Human Beings)

2

2

2

2

2

2

0

0

0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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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양선택

- 체육, 외국어, 단과대학 학문기초영역, 기타영역의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체육관련교과는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체육영역

         200154 테니스 (Tennis) (2-1-2)

         200155 탁구 (Table Tennis) (2-1-2)

         200156 농구 (Basketball) (2-1-2)

         200157 골프 (Golf) (2-1-2)

         200147 볼링(1) (Bowling1) (2-1-2)

         200148 볼링(2) (Bowling2) (2-1-2)

         200712 운동과건강 (Motion and Health) (2-2-0)

         200345 수상스키 (Water Ski) (2-1-2)

         200346 스키 (Ski) (2-1-2)

▒ 외국어영역

         200170 비즈니스영어회화(1) (Business English (1)) (2-2-0)

         200171 비즈니스영어회화(2) (Business English (2)) (2-2-0)

         200172 영어짧은글쓰기 (English Short Composition) (2-2-0)

         200173 영어에세이쓰기 (English Essay Writing) (2-2-0)

         200174 멀티미디어영어회화(1) (Multimedia English (1)) (2-2-0)

         200175 멀티미디어영어회화(2) (Multimedia English (2)) (2-2-0)

         200176 여행영어회화(1) (Travel English (1)) (2-2-0)

         200177 여행영어회화(2) (Travel English (2)) (2-2-0)

         200178 시사영어회화(1) (Current Events English (1)) (2-2-0)

         200179 시사영어회화(2) (Current Events English (2)) (2-2-0)

         200211 일본어(1) (Japanese1) (2-2-0)

         200212 일본어(2) (Japanese2) (2-2-0)

         200534 불어(1) (French1) (2-2-0)

         200536 불어(2) (French2) (2-2-0)

         200101 독어(1) (German1) (2-2-0)

         200102 독어(2) (German2) (2-2-0)

         200682 중국어(1) (Chinese1) (2-2-0)

         200683 중국어(2) (Chinese2) (2-2-0)

         200311 영어청취연습 (English Listening Practice) (3-3-0)

         200258 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3-3-0)

         200424 기본영어(Fundamental English) (2-2-0)

         200425 영어독해연습 (English Reading Practice)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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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6 시사영어독해 (English Reading : Current Issues) (3-3-0)

         200427 기본영문법 (Basic English Grammar) (3-3-0)

         200428 실용영문법 (English Grammar in Use) (3-3-0)

         200429 영어발음의원리와교정 (Principles of English Pronunciation & Pronunciation Correction) (2-2-0)

         200430 학술영어쓰기 (Academic English Writing) (3-3-0)

         200431 아랍어와문화이해(1)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 1) (2-2-0)

         200432 아랍어와문화이해(2)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 2) (2-2-0)

         200967 영어말하기의기초(English Speaking Fundamentals) (2-2-2)

         200968 영어문단쓰기(English Paragraph Writing) (2-2-2)

         200969 문화간의의사소통이해(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2-2)

▒ 공과대학 학문기초 영역

         200500 컴퓨터 (Computer) (2-1-2)

         200503 기술과디자인 (Technology and Design) (2-2-0)

         200504 공학기술과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2-2-0)

         2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 (Technical report writing and presentation) (2-2-0)

         200690 확률과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3-0)

         200351 환경과인간 (Environment and Human) (2-2-0)

         200502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3-0)

▒ 인문사회대학 학문기초 영역

         200516 서양고전읽기 (Reading Western Classics) (3-3-0)        

         200524 대중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3-3-0)

         200698 문화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 (3-3-0)

         

▒ 기타영역

         200196 연극의 이해 (Understanding Play) (3-3-0)

         200197 영화의 이해 (Understanding Movies) (3-3-0)

         200149 영화로 읽는 세상 (Movie and Society) (3-3-0)

         2001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Newspaper and Society) (3-3-0)

         200158 오늘의 한국사회 (Contemporary Korea Society) (3-3-0)

         20016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3-3-0)

         200160 수치해석(1) (Numerial Analysis(1)) (3-3-0)

         200161 수치해석(2) (Numerial Analysis(2)) (3-3-0)

         200933 대학기초수학 (Pre-Calculus) (3-3-0)

         200685 현대수치해석(1) (Numerical Analysis1) (3-3-0)

         200686 현대수치해석(2) (Numerical Analysis2) (3-3-0)

         200687 현대선형대수 (Linear Algebra)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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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88 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3-3-0)

         200690 확률과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3-0)

         200692 생활한자와기초한문 (Chiness Character and Sentenses) (3-3-0)

         200693 직업과삶 (Vocational Ethics) (2-2-0)

         200553 지식의세계 (Introduction to Human Knowledge) (2-2-0)

         200351 환경과인간 (Environment and Human) (2-2-0)

         200360 식품과건강 (Food and Health) (2-2-0)

         200694 과학과문화 (Science and Culture) (3-3-0)

         200695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3-3-0)

         200331 현대문화와사상 (Philosophy and Modern Culture) (3-3-0)

         200696 한국의사상과윤리 (Korean Philosophy and Ethics) (3-3-0)

         200322 한국사총론 (General Study of Korean history) (3-3-0)

         200323 한국근현대사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3-3-0)

         200813 동양문명의이해 (Understanding of Eastern of Civillization) (3-3-0)

         200814 서양문명의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of Civillization) (3-3-0)

         200342 여성학 (Women’s Studies) (3-3-0)

         200180 심리학 (Phychology) (3-3-0)

         200259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aws) (3-3-0)

         200934 음악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music) (2-1-2)

         200578 한국사회론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3-3-0)

         200539 현대국제관계론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3-3-0)

         200577 과학기술과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3-0)

         200699 사회사상과이념 (Social Thoughts and Ideologies) (3-3-0)

         200700 증권투자의이해 (Understanding Stock Investment) (3-3-0)

         200932 취업과진로 (Career & Work) (2-2-0)

         200824 인터넷과윤리 (Internet Ethics) (2-2-0)

         200750 한국의현대미술 (Korean Contemporary Art) (3-3-0)

         200796 봉사활동(1) (Social Work1) (1-0-0)

         200797 봉사활동(2) (Social Work2) (1-0-0)

         200935 진로설계 (Career Design) (1-0-0)

         200595 현대정보사회와인터넷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ternet) (3-3-0)

         200596 세계화와국제정치 (Globalization and World Politics) (3-3-0)

         200633 생활속의언어 (Language of Everyday Life) (3-3-0)

         200599 예술과상상력 (Art and Imagination) (3-3-0)

         200941 현대과학과인류문명 (Modern Science and Civilzation) (3-3-0)

         200953 동아시아종교론 (Religions in East Asia) (3-3-0)

         200954 산업과경제 (Industry and Economics) (3-3-0)

         200955 건축과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Architecture and Society) (3-3-0)

         200958 읽기와쓰기의즐거움 (Joy of Reading & Writing)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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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59 발표와토론 (Presentation & Debate) (3-3-0)

         200960 수학의세계 (Mathematical World) (3-3-0)

         200961 통계의활용 (Practices in Statistics) (3-3-0)

※ 졸업시험 대체교과목 : 졸업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영어3, 영어4, 영어5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정시제(야간)학생에 한하여 졸업종합시험 교양교과 대체 

 과목으로 인정함. 

         200713 영어(3) (English3) (2-2-0)

         200714 영어(4) (English4) (2-2-0)

         200827 영어(5) (English5) (2-2-0) 

▒ 외국인을위한한국어1, 외국인을위한한국어2 :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100943 외국인을위한한국어(1) (Korean 1 for Foreign Students) (3-3-0)

         100944 외국인을위한한국어(2) (Korean 2 for Foreign Students) (3-3-0)

※  학과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는 아래의 교과목에 대하여 2011학년도부터는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하되, 학과  

 또는 대학에 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구 교육과정

비고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이론 실습

3 1,2 교선 200360 식품과건강 2 2 0

3 1,2 교선 200695 한국미술사 3 3 0

3 1,2 교선 200700 증권투자의이해 3 3 0

3 1,2 교선 200750 한국의현대미술 2 2 0

3 1,2 교선 200633 생활속의언어 2 2 0

3 1,2 교선 200196 연극의이해 2 2 0

3 1,2 교선 200197 영화의이해 2 2 0

3 1,2 교선 200692 생활한자와기초한문 2 2 0

3 1,2 교선 200599 예술과상상력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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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100180, 200180 심리학 (Psychology)

심리학이 과학의 한 분야임을 깨닫게 하여 심리학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불식시키고 또한 폭넓은 교양의 함양

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실생활 속의 심리학 응용사례들을 접해 보고, 특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심리학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여 주도록 한다.

100190, 200190 영어(1) (English(1))

이 강좌는 초급 영어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흥미 있는 다양한 영문을 읽으며 글의 전체 맥

락과 세부사항을 이해하며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재에 나오는 영어 단어 및 표현들을 예문을 통해서 

익히고 제한된 듣기 훈련을 통해 실용영어회화(1)에서의 영문쓰기와 영어 말하기로 연결한다. 또한 예문을 통

해 영어의 구조를 배우고 연습하며 영미권 문화 및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인다. * 수강요건 : TOEIC 

400점 이상 또는 「기본영어」 C+ 이상 이수자

100200, 200200 영어(2) (English(2))

이 강좌는 중급 영어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영문의 요지와 흐름을 파악하면서 토론하며 영

어에 대한 관심을 보다 향상시켜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듣기와 읽기에 기초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실용영어회화(2)에서의 말하기와 쓰기로 발전 심화하여 실제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을 도

모한다. 또한 영미권 문화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추구한다. * 수강요건 : TOEIC 500점 이상 또는 

「기본영어」 C+ 이상 이수자

100211, 200211 일본어(1) (Japanese(1))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문자와 기본 발음, 특수발음 등을 익히고 기본문형을 학

습함으로써 일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를 확고히 다진다. 다양한 일본 문화에 대한 소개로 일본어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한다.

100212, 200212 일본어(2) (Japanese(2))

일본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학습자(일본어1 또는 동일한 수준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일본어의 말하

기, 듣기, 쓰기, 읽기 과정을 익혀 일본어 초급과정을 마스터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형을 반복하여 실

습함으로써 기본적인 일본어회화가 가능하게 한다. 

100258, 200258 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각종 취업에 필요한 토익시험을 학습하면서 일선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00259, 200259 법학개론 (An Introduction to Law)

법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사회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전부가 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학개론과목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학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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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폭 넓고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기초가 단단하여야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듯, 법학개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모든 법의 영역을 보다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100275, 200170 비즈니스영어회화(1) (Business English(1))

비즈니스영어회화는 중급 또는 중~상급의 영어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다. 서구스타일의 이력서, 지원서, 

일반서류들의 효율적인 영어작성법을 학습하고 영어면접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는데 목

적이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업무상 영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영어발표능

력을 함양한다.

100276, 200171 비즈니스영어회화(2) (Business English(2))

비즈니스영어회화는 중급 또는 중~상급의 영어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다. 서구스타일의 이력서, 지원서, 

일반서류들의 효율적인 영어작성법을 학습하고 영어면접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는데 목

적이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업무상 영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영어발표능

력을 함양한다.

100277, 200172 영어짧은글쓰기 (English Short Composition)

문단작성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짧은에세이쓰기(3단락 길이) 작성법을 학습한다. 묘사와서사, 비교와

대조, 논증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의 유형에 대하여 학습한다. 

100278, 200173 영어에세이쓰기 (English Essay Writing)

짧은에세이 작성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세이(5단락 이상) 작성법을 학습한다. 효과적인 영어작문을 

위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법을 학습한다. 문장 단위 및 에세이 전체의 

구성에 대한 훈련을 함으로써 전문적인 문서작성의 전반에 관하여 학습한다.

100279, 200174 멀티미디어영어회화(1) (Multimedia English(1))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로, 영어를 사용하는 주요한 나라들(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문화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된다.

100280, 200175 멀티미디어영어회화(2) (Multimedia English(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로, 영어를 사용하는 주요한 나라들(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문화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가 활용된다.

100281, 200176 여행영어회화(1) (Travel English(1))

여행지 또는 해외에서 꼭 필요한 영어회화 표현을 상황(호텔, 병원, 공항 등)별로 학습한다. 영어가 모국어로 

쓰이는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을 학습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27  -

100282, 200177 여행영어회화(2) (Travel English(2))

여행지 또는 해외에서 꼭 필요한 영어회화 표현을 상황(호텔, 병원, 공항 등)별로 학습한다. 영어가 모국어로 

쓰이는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을 학습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00283, 200178 시사영어회화(1) (Current Events English(1))

시사영어회화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보도된 최신 뉴스를 읽고, 듣고, 보

고, 토론함으로써 시사와 관련된 고급 영어능력을 함양한다. 그룹 토론, 작문, 또는 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생

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100284, 200179 시사영어회화(2) (Current Events English(2))

시사영어회화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보도된 최신 뉴스를 읽고, 듣고, 보

고, 토론함으로써 시사와 관련된 고급 영어능력을 함양한다. 그룹 토론, 작문, 또는 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생

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100311, 200311 영어청취연습 (English Listening Practice)

토익문제 및 영어뉴스 등의 영어 원음을 청취하여 구어체의 숙달 및 영어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100321, 200323 한국근현대사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y history)

우리 나라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계기적(繼起的) 주체적(主體的)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갖는 데 강의의 주안점

이 놓인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역사관을 확립하고 그 연장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민족사의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한다.

100322, 200322 한국사총론 (General Study of Korean History)

원시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한국사상(韓國史上)의 제사건(諸事件)과 사

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사의 발전에 대한 심화된 역사의식을 갖는다. 이 교과목은 각종 국가고시와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특히 유용하며, 한국사의 전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데 도움

이 된다.

100325 과학기술과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Patenting)

본 과목에서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며,발명의 법적보호 방법 등 지식 재산권 

전반에 관한 사고함양을 목표로 한다.

100326, 200196 연극의 이해 (Understanding Play)

연극의 기원으로부터 중요한 양식과 사조들을 살펴보고 현대 연극에 대한 전문적인 감상력을 키운다.

100327, 200197 영화의 이해 (Understanding Movies)

영화의 탄생으로부터 영화의 발전과정과 주요한 양식을 이해하고 현대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감상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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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1, 200331 현대문화와사상 (Philosophy and Modern Culture)

20세기 중반 이래 현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렸다.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갖는 중요성이 더없이 크게 부상한 

시대인 셈이다. 본 강의는 이러한 시대의 현대문화와 관련하여, 혹은 그러한 현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상을 소개하는 강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현대문화를 다루는 사상가들을 통해서 현대 문화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다.

100342, 200342 여성학 (Women's Studies)

여성학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억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학

문이다. 이 강좌는 여성학과 젠더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입문 강의로서 남녀 양성의 관계를 역사

적으로 조명하고 현실적인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활동영역은 확장되어 

왔으며 남녀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의 모습 역시 달라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성과 사랑을 둘러 싼 갈등과 혼돈

은 그 역동적인 변화상의 일부이며, 이는 우리에게 기존의 사회구조와 제도에 각인된 성 차별주의에 대한 비판

적 성찰과 함께 새로운 성문화를 지향하는 남녀의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여성학의 기본 지식을 학습하는 것 외에도 수강생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성의 고정관념과 각종 성 

차별의 양상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성찰해 보고 남녀관계의 현실에 대한 열린 토론을 공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0351, 200351 환경과인간 (Environment and Human)

최근에 환경문제가 범지구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국내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이 정

책기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동시에 개발, 자원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학문분야에 환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요구되며, 새로운 상품, 건물을 설계하거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에서 친환경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과인간에서는 지구 탄생, 생태계 형성, 인간 탄생, 환경오염 

유형과 그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환경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식품, 건강에 대하여 연관관계를 검토, 친환

경적 설계 및 환경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인 사고를 배양함

100360, 200360 식품과건강 (Food and Health)

100424, 200424 기본영어 (Essential English)

필수 영어 과목인 영어 1, 영어 2를 수강할 기초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 어휘, 문법, 독

해 능력을 익히고 훈련하여 필수 영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아울러 토익 점수 향상

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

100425, 200425 영어독해연습 (English Reading Practice)

중급 정도의 영문 독해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영문 독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신변잡기나 문

화에 관련된 다양한 글을 정확하게 읽음으로써 영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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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6, 200426 시사영어독해 (English Reading : Current Issues)

중급 이상의 영문 독해 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신문, 잡지 등의 시사 관련 자료와 연계된 영문 읽기를 통

해 고급 독해 능력을 신장시키며, 단순히 읽기에 그치지 않고 토론과 쓰기로 연결시켜 비판적 독해 능력을 키

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427, 200427 기본영문법 (Basic English Grammar)

전통 문법의 토대 위에 학생들의 취약 부분인 문법의 기초를 다져 정확한 독해 능력을 신장시키고 아울러 공인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 취득을 목표로 한다.

100428, 200428 실용영문법 (English Grammar in Use)

기초적 문법 지식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쓰기와 말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영문법을 학습하고 또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반복하는 실수를 교정함으로써 정확한 영어 구사에 도움이 되게 한다.

100429, 200429  영어발음의원리와교정 
 (Principles of English Pronunciation & Pronunciation Correction)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 발음의 조음 방법 및 음성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반복적인 녹음 및 청취 

연습을 통하여 스스로의 발음을 교정하고, 영어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100430, 200430 학술영어쓰기 (Academic English Writing)

영어로 학술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목으로, 연구한 내용을 원자료와 적절한 인용방법

을 이용하여 연구계획안 및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주석 및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100431, 200431 아랍어와문화이해(1)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1))

아랍어의 입문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쉬운 표현을 중심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 22개국 약 

2억 8천만명 아랍인의 공용어이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언어로서 무슬림들의 예배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아

랍어의 사회적, 언어적 특징들을 학습한다.

100432, 200432 아랍어와문화이해(2)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2))

아랍언어와문화이해(1)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초급 이상 수준의 아랍어 대화능력과 독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문헌 자료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생한 아랍

어의 문헌과 음성자료를 공부한다. 

100516, 200516 서양고전읽기 (Reading Western Classics)

고전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 넘는 중요한 지적 문화유산이므로, 서구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양고전의 이해

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서양 고전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스 고전 작품에서 부터 

근세에 이르는 철학, 역사, 종교 및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읽음으로 지적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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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8, 200518 신화의세계 (Understanding Mythology)

인류의 모든 부족은 신화를 가지고 있다. 신화는 인류의 역사이며 꿈이며 예술이며 문학이다. 창세신화, 홍수

신화, 영웅신화, 건국신화, 자연물신화, 사랑 신화, 죽음 신화 등을 통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정서를 이해한다. 아울러 보편성 속에 존재하는 우리 한국 신화의 특성도 함께 공부한다.

100524, 200524 대중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현대사회의 다양한 미디어는 대중문화를 낳는다. 대중문화의 이해는 대중사회의 기원을 살펴보고 대중문화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다양한 대중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발판

을 마련한다. 대중문화의 소비자인자 주체인 사용자의 관점에서 대중문화의 의미를 검토한다. 

100527, 200527 경영의이해 (Understanding Business)

경영학은 기업 경영에 관련된 과학적인 학문이고, 실천적 특성을 갖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일

반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이해와 자본시장의 사회적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쉽게 경영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00528, 200528 심리학기초 (Introduction Psychology)

심리학이 과학의 한 분야임을 깨닫게 하여 심리학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불식시키고 또한 폭넓은 교양의 함양

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실생활 속의 심리학 응용사례들을 접해보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여 심리학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여주도록 한다. 

100529, 200529 동양고전읽기 (Reading Eastern Classics)

주로 한중일 세 나라의 문학 철학 역사의 고전을 현대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읽고 

해설한다. 연관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와 아랍 문명권의 고전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서양문화에 젖어 있는 학생

들에게전통문화의 뿌리가 되는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와 어떤 관

계를 맺을 수 있으며 새로운 창조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탐구한다.

100535, 200535 논리적사고 (logic and critical thinking)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글쓰는 능력의 기초적 훈련과정이다. 논리적 사고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규칙들을 

숙지하고, 주제 토론을 통해 그것들의 응용을 익힌다. 자료글의 분석 및 요약쓰기의 연습도 병행된다. 

100539, 200539 현대국제관계론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생존과 발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생활 영위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 강좌는 국제 관계의 여러 측면에 대한 분석

적 체계적 이해를 통해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확보 하게 함을 목

표로 한다.

100553, 200553 지식의세계 (World of Knowledge)

형이상학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다루는 철학 분야로서, 구체적인 

물음들을 살펴보면, 신의 존재 여부, 자유의지와 결정론, 심신문제, 개인의 아이덴티티 문제, 시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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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필연성의 문제 등이 있다. 인식론은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는 철학분야이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이나 인식

론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존재와 인간 지식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100577, 200577 과학기술과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를 알아본다.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자

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혀내고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사회관계 안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자가 가져야할 사회의식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100590, 200158 오늘의 한국사회 (Contemporary Korea Society)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주요 흐름과 문

제들을 다룬다. 한국사회의 특징과 문제들을 개괄하되,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기본적 문제들, 예

를 들어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

100591, 20016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선형대수는 자연과학과 공학 및 사회과학문제에서 흔히 접하는 선형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을 다루는 학

문이다. 특히 정보사회시대와 영상시대를 맞이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새로운 지식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선형대수와 같은 기본적인 학문의 이해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여러분야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 다

루는데 필수적이다.

(1) 연립일차방정식과 행렬

(2) 행렬식

(3) 벡터와 벡터공간

(4) 선형변환과 행렬

(5) 고유값과 행렬의 대각화

(6) 이차형식과 극값

(7) 수학적모델링

100592, 200160 수치해석(1) (Numerial Analysis (1))

수치해석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수학적 모델링을 거쳐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으로, 컴퓨터의 빠르고 방대한 계산능력 외에도 복잡한 식이나 현상을 시각화하여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통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본 과목에서는 수치해석의 기본 원리와 분

야별 수치해석 기법들을 체득하여 필요시 어떤 기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습과정

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예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선택된 예제들을 Mathlab

이나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풀어본다.

(1)필수적인 기본정리와 오차

(2)방정식의 수치척 해를 구하는 방법

(3)보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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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적분과 미분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수치적 미분과 적분

100593, 200161 수치해석(2) (Numerial Analysis (2))

수치해석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수학적 모델링을 거쳐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으로, 컴퓨터의 빠르고 방대한 계산능력 외에도 복잡한 식이나 현상을 시각화하여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통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본 과목에서는 수치해석의 기본 원리와 분

야별 수치해석 기법들을 체득하여 필요시 어떤 기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습과정

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예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선택된 예제들을 Mathlab

이나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풀어본다.

(1)필수적인 기본정리와 오차

(2)방정식의 수치척 해를 구하는 방법

(3)보간법

(4)정적분과 미분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수치적 미분과 적분

100594, 200594 문학의세계 (Understanding Literature)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한다. 한국인은 한국어로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한국문

학을 구축한다. 시, 소설, 희곡, 비평 등 문학작품을 통해 즐겁고 아름다운 상상력을 발견하고 지어내는 문학

의 세계를 다양하게 탐구한다.

100595, 200595 현대정보사회와인터넷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ternet)

이 과목의 목적은 정보사회와 인터넷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작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터넷이 가져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런 흐

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정보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사회적 변혁을 촉진하고 있는지, 사

회문화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사회과학의 분석 틀을 

통해 검토한다.

100596, 200596 세계화와국제정치 (Globalization and World Politics)

이 강의는 세계와 시대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의 여러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

의 삶이 세계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화의 의미와 역사, 세계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개괄적으로 학습한 뒤, 세계와 시대 한국이 당면한 주요 국제정치적 이슈

들을 시사적 문제들과 연관해 생각해본다.(시사적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비중을 할애)

100597 한국의조형문화 (Art Culture of Korea)

100598 디자인과지식재산 (Design & Intellectual Property)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디자인등록방법, 디자인권, 디자인보호에 대하여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00599, 200599 예술과상상력 (Art and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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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과 타 예술작품들의 학습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을 개발하고 증진시킨다. 상상력의 확장을 위하여 문

학 작품 외에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환타지 문학, SF 문학, 인터넷 문학, 현장실습 등 다양한 매체를 동

원한다.

100633, 200633 생활속의언어 (Language in Daily Life)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이 강좌의 관심사다. 가정의 언어, 대학생활의 언어, 직장에서의 

언어도 이 강좌의 관심사요, 품의 있는 언어, 바른 언어, 정확한 언어, 학술적 언어도 관심사다. 고답적이거나 

학술적 분석은 필요하지 않으나, 일상의 언어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는 요구한다. 

100682, 200682 중국어1 (Chinese(1))

외국어 능력의 신장을 크게 요구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21세기에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

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어, 개인의 발전과 한중간의 이해를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100683, 200683 중국어2 (Chinese(2))

중국어의 입문단계를 마친 학생들을 위한 강의로, 초중급단계의 중국어 실용회화 및 어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기본문형의 작성 및 확장, 듣기, 말하기 능력을 제고하여 기본적인 작문과 회화를 가능하도

록 하는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100685, 200685 현대수치해석(1) (Numerical Analysis(1))

수치해석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수학적 모델링을 거쳐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으로, 컴퓨터의 빠르고 방대한 계산능력 외에도 복잡한 식이나 현상을 시각화하여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통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본 과목에서는 수치해석의 기본 원리와 분

야별 수치해석 기법들을 체득하여 필요시 어떤 기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습과정

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예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선택된 예제들을 Mathlab

이나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풀어본다. (1)필수적인 기본정리와 오차 (2)방정식의 수치척 해를 구하는 방

법 (3)보간법 (4)정적분과 미분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수치적 미분과 적분.

100686, 200686 현대수치해석(2) (Numerical Analysis(2))

수치해석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수학적 모델링을 거쳐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으로, 컴퓨터의 빠르고 방대한 계산능력 외에도 복잡한 식이나 현상을 시각화하여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통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본 과목에서는 수치해석의 기본 원리와 분

야별 수치해석 기법들을 체득하여 필요시 어떤 기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습과정

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예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선택된 예제들을 Mathlab

이나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풀어본다. (1)필수적인 기본정리와 오차 (2)방정식의 수치척 해를 구하는 방

법 (3)보간법 (4)정적분과 미분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수치적 미분과 적분.

100688, 200688 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대부분의 물리 법칙과 물리 관계식은 수학적으로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현상에 대응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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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모델, 즉 미분방정식을 풀면 역으로 현상을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분방정식은 물리법칙을 일상

에 적용하는 학문인 공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1) 미분방정식의 개념

(2) 물리적 공학적 문제의 수학적 모델링

(3) 일계 및 고계 선형방정식의 해법

(4) 연립 미분방정식과 해의 안정성

(5) 계수가 변수인 방정식의 멱급수 해법

(6) 라플라스 변환과 이를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해법

100690, 200690 확률과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오늘날의 통계학은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의학 및 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학 전반의 기본을 익힘으로서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정보의 통계

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고급통계학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수학의 배경 

없이도 통계학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통계학을 이해함으로서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적 사고를 갖게 

함을 목표로 한다. 기술통계학 및 확률, 확률변수, 확률분포, 그리고 추정과 검정에 대해 강의한다.

100692, 200692 생활한자와 기초한문 (Chinese Character and Sentenses)

한자는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룰 뿐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도 그 언어적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크게 인식

되고 있다. 한자와 기초한문을 통해 바른 어문 생활을 이루고 지식체계를 보다 정밀히 한다. 우선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교양수준의 한자어와 기초한문을 익힌다.

100693, 200693 직업과삶 (Vocational Ethics)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 지식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직업의 의미와 목적, 직업선

택, 바람직한 직업태도 및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예 등에 대하여 자기 성찰적으로 학습토록 한다.

100694, 200694 과학과문화 (Science and Culture)

이 강좌는 과학을 구성하는 문화적 측면들을 소개한다. 과학과 기술의 구분, 동양문화와 과학, 과학과 창의

성,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의심들, 과학과 대중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을 지식 

이상의 것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과학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00695, 200695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한국미술의 각 시대적 특성을 사회적 배경, 작품, 작가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한국의 조형사에 대하여 알아본다.

100696, 200696 한국의사상과윤리 (Korean Philolosophy and Ethics)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연고주의나 의리 도덕적 인과 등의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 비

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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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8, 200698 문화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은 인간과 인간이 만든 문화를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접근한다. 문화인류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동시

에 인간이 만든 문화를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학인 동시에 문화학이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의 문화를 연구

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현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을 문화인류학적 분석틀을 통해 접근해본다.

100699, 200699 사회사상과이념 (Social thoughts and Ideologies)

우리는 이념이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런 사회사상과 이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과목이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

의, 사회민주주의, 민족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현대의 주요 사회사상들을 다룬다. 전반부에는 각 이념

의 원천과 내용을 공부하며, 후반부에는 이런 이념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공부한다.

100700, 200700 증권투자의이해 (Understanding stock Investment)

먼저 투자의 일차적 대상으로 주식을 공부한다. 주식시장의 구조를 검토한 다음, 여러 투자기법을 분석하며, 

채권의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자율 변동위험에 면역할 수 있는 채권 투자전략을 연구한다. 또한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내용을 파악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

식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익거래의 기법을 집중검토 한다.

100713, 200713 영어(3) (English(3))

취업 및 상급학교 진학에 필수적인 대학영어를 익히고 실용영어 능력을 기른다.

100714, 200714 영어(4) (English(4))

다양한 영문독해와 고급영문법을 익힘으로써 학사학위자가 지녀야할 교양영어능력을 기른다. 

100750 한국의현대미술 (Korean Contemporary Art)

한국미술의 각 시대적 특성을 사회적 배경, 작품, 작가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한국의 조형사에 대하여 알아본다.

100770, 200770 실용영어회화(1)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1))

이론 중심이 아닌 구어(口語) 사용능력에 중점을 두고, 영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영어 의사소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시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한된 영어 쓰기 연습을 통해 영어(1)에서의 듣기, 읽기와 연계를 꾀한다.

100771, 200771 실용영어회화(2)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2))

[실용영어회화 1]을 통하여 기본적인 영어의사 소통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좀 더 유창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심화과정으로서 고급영어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또한 영어 쓰기 연습을 통해 

영어(2)에서의 듣기, 읽기와 연계를 꾀하며 네 가지 기능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한다. * 선수과목 : 실용영어회

화 1 또는 고급실용영어회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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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8, 200149 영화로 읽는 세상 (Movie and Society)

영화를 소재로 하여 철학, 역사, 사회적 주제와 이슈를 알아본다. 대중의 이목을 끈 영화나 다큐멘타리, 드라

마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그 속에 나타난 철학적, 역사적, 사회적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주제별 이슈에 대한 철

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인식을 높인다.

100779, 200150 신문으로보는세상 (Newspaper and Society)

신문기사를 소재로 활용하여 일반 교양의 주제들을 탐구한다. 신문에는 시사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린다. 이를 철학, 역사, 사회의 주

제와 연결하여 일반교양에 대한 지식을 도모한다.

100780 철학과 예술 (Philosophy and Art)

이 수업에서는 예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

게 다루고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탐구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보이는 인식론, 형이상학 등

의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도 함께 다룬다.

100781 생명의 과학, 생명의 철학 (Life Science and Life Philosophy)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에서 유전공학과 생명복제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생명과 

기계에 대한 관념은 물론 생명의 기본단위, 심지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재

검토를 요구한다. 나아가 생명복제와 생명특허 등은 생명의 문제가 윤리를 넘어 경제와 정치의 대상이 되었음

을 보여준다. 이 강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혹은 정치경제학 등의 이론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100782 서울의 역사와 문화 (History and Culture of Seoul)

본 강의는 우리 대학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소재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 서

울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함양한다. 본 강의는 

서울의 각 지역을 강의자와 수강생이 직접 답사·조사·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00783 현대 서양의 형성 (Contemporary History of the West)

이 교과목은 19세기 말의 제국주의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20세기 서양 현대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

다. 이 기간 동안 서양 사회는 제국주의, 양차 세계 대전, 파시즘, 냉전, 사회주의 성립과 몰락 등 격동의 한 

세기를 거쳤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 만큼, 이 시기의 양 역사를 

세밀히 검토하는 일은 세계 속의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0784 현대 메가트렌드 읽기 (Contemporary Society and Megatrends)

이 강좌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경향(메가트렌드)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대인이 목도하고 

있는 기술혁신, 전지구화, 문명의 충돌 등 중요한 사회정치경제적, 문명적 흐름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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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이다. 세계적 문명비평가, 미래학자 등이 제시하는 메가트렌드를 소개하되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100785 대중문화와 사회 (Popular Culture and Society)

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사회적인 위상을 살펴본다. 다양한 대중문화가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향수되는가를 나라별 시대별 특성과 함께 살펴본다. 대중문화의 장르적 특성이 어떠한 역사적인 

기원과 사회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본다. 문화산업의 발달 과정과 문제점, 향수자의 다양

한 취향 및 대중음악 장르의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대중문화를 산업, 사회의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100786, 200941 현대과학과 인류문명 (Modern Science and Civilization)

자연을 이해해온 인류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양자론을 바탕으로 한 현대 과학의 탄생 배

경을 살펴본다. 또한 현대 과학의 기초 개념들이 오늘날 인류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신기하고 환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느끼고 이해한다. 나아가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조망하여 본다.

100787 편미분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자연 현상의 수학적 모델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편미분방정식을 이해하고 풀이 방법을 공부한다. 

푸리에 급수와 변환, 열방정식, 파동방정식, 라플라스방정식, 경계값 문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등에 대하

여 공부한다.

100800 미디어로보는세상 (Media and Society)

신문기사를 소재로 활용하여 일반 교양의 주제들을 탐구한다. 신문에는 시사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린다. 이를 철학, 역사, 사회의 주

제와 연결하여 일반교양에 대한 지식을 도모한다.

100813, 200813 동양문명의이해 (Understanding of Eastern Civilization)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여러 문화권에서 성장해온 문명들의 본질과 전개 양상을 살피고, 미래 문

명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양문명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그 문명을 이루

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바람직한 국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동아시

아 문명에 대한 이해는 한국 전통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타당하게 인식하는 기본 소양이 된다. 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현재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문화 능력을 판단하고 삶의 형태를 평가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진

정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자질을 갖출 것이다.

100814, 200814 서양문명의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Civillization)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전통사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

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 삶에 반영되어 있는 서양문명의 여러 요소를 이해한다. 이 교과목을 수강한 학

생은 서양문명의 중요한 특징들을 올바로 지적할 수 있으며, 구미 각지를 여행할 경우 각 지역의 문화재에 담

긴 의미를 제대로 하악하게 되는 한편,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묶여진 현대 문명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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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1))

영어의사소통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듣기 및 말하기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영어 쓰기 연습을 통해 고급영어(1)에서의 듣기, 읽기와 연계를 꾀한다. * 수강

요건 : TOEIC 730점 이상 또는 수능외국어영역 2등급 이상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2))

기본적인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영어듣기 및 말하기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능력을 통해 좀 더 유

창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세련된 수준의 영어 쓰기 연습을 통해 고급영어(2)에서의 읽

기와 연계를 꾀하며 실제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선수과목 : 실용영어회화 1 또는 고급실용

영어회화 1  * 수강요건 : TOEIC 730점 이상 또는 고급실용영회화 1 A0 이상 획득

100820 고급영어(1) (Advanced English(1))

본 강좌는 중급 이상(토익 730점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문의 요지와 흐름

을 파악하며 이를 학생 수준의 영어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아울러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영

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새로운 단어와 영어의 구조를 익히는 한편 의

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네 가지 기능의 균형적 발달을 위해 문단 차원의 영문 쓰기와 영어 말하

기 활동 등을 하여 자기 표현능력을 배우고 영미권 및 세계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갖게 된다.  

* 수강요건 : TOEIC 400점 이상 또는 「기본영어」 C+이상 이수자

100821 고급영어(2) (Advanced English(2))

본 강좌는 중상급 이상(토익 730점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영문 읽기 능력을 발전시키며 새

로운 정보의 표면적 의미뿐 아니라 내포적 의미를 추론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종합적 응용능력과 영

어 표현능력을 우선시한다. 영미권 및 세계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글을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소화하

며 토론, 찬반양론 등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영어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 수강요건 : TOEIC 500점 이상 또는 「기본영어」 C+이상 이수자

100823, 200824 인터넷과윤리 (Internet Ethics)

1990년도 중반부터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탈중심화와 민주화의 매

체로 각광을 받아온 인터넷은 이제 매스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생

활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문화와 윤리는 인터넷 보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강의는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 어떠한 사회문제들이 생각나는가를 살펴보고 인터넷과 관련

된 사회적 이슈와 함께 네티즌들이 지녀야 할 문화적인 가치와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100827, 200827 영어(5) (English(5))

Written English 와 Speaking English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하여 현대인의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갖

추며, 졸업 후 취업 및 승진 등의 실제적인 목표에 필요한 공인영어시험을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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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2, 200932 취업과진로 (Career & Work)

100933, 200933 대학기초수학 (Pre-Calculus)

현대 사회에선 수학이 적용되는 곳은 산업, 금융, 정보통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학은 자연과학이

나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과목은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대학 과정의 미

분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한 수학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은 식의 계산,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 집합과 함수, 수열과 급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의 미적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0934, 200934 음악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music)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럽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교과목, 대중음악과 서양음악문학의 기원

을 알아보는 동시에 서구 유럽 문화와 동양문화를 비교 체험을 통해 균형감 있는 교양인으로 세계화로 전개되

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음악의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지적 창조적 감성

적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킨다.

100953, 200953 동아시아종교론 (Religions in East Asia)

본 교과목의 목적은 동아시아 종교들을 통하여 동아시아 사회 및 그 안에 살아가는 개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철학과 윤리는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종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0954, 200954 산업과경제 (Industry and Economics)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격 및 시장에 대한 기초이론을 공부한 이후, 수출입 및 경쟁력, 기업간 협력, 기

술개발, 생산방식, 경제성장, 세계화 등에 대한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산업 및 기업들의 경제행동

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수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정

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955, 200955 건축과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Architecture and Society)

건축이 생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건축에 대한 교양의 부족으로 대다수 사

람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건축의 빈곤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있다. 건축

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교양교육은 건축과 도시의 격을 높이고, 개인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

이다. 세계의 건축문화유산을 이해하며, 건축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이고, 삶터로서 건축을 만들어가는 

교양을 함양하고자 한다.

100956 공학도를위한소프트스킬 (Softskils for Engineers)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팀워크 능력(협력학습 능력), 의사전달 및 의사

소통 능력, 평생학습 능력, 및 직업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아졌다.  또한 공학인증제도에

서도 이러한 능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공학교육의 학습성과로 설정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지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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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회에 대처하여 업무현장에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프트스킬 능력을 이해하

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팀워크 능력(협력학습 능력)  

• 의사전달 및 의사소통 능력

• 평생학습 능력

•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 직업적 책임과 윤리의식

• 국제적 협동 능력

100957 도자공예 (Ceramics)

도자공예에 입문하는 기초교과목이다. 점토의 성질을 익히고 여러 가지 기물이나 형태를 만들어 유약을 바르

고 구워내는 도예의 기본적인 전 과정을 체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형적인 학문연구의 성취감과는 다

른 미적 체험을 계기로 지나친 엄정함으로부터 일탈하는 유연성과 유희성을 개발하며, 이를 통하여 예술문화

의 전반적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100958, 200958 읽기와쓰기의즐거움 (Advanced  Reading & Writing)

이 교과목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 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읽기’- 고전, 현대시사물, 영화 등 다양한 매

체를 읽기 자료로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읽기·생각하기기·쓰기’의 통합 교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읽고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시각을 ‘쓰기’로 정리하면서 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표를 둔 

교과목이다.

100959, 200959 발표와토론 (Presentation & Debate)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학에서도 학문간 융합과 통섭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육도 의사소통을 매

우 중시하는 추세이다. 본 강좌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읽고, 그것을 발표와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960, 200960 수학의세계 (World of Mathematics)

이공계는 물론이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도 전공 입문에 있어서 수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본 강좌에서는 인류 문명이 마주해온 다양한 문제들에 수학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방안을 소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수학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수학이 실생활에서 괴리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생

활 및 전공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익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961, 200961 통계의활용 (Practices in Statistics)

관찰된 자료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산분석과 둘 또는 그 이상의 변량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

는 회귀분석의 이해를 바탕으로 회귀계수의 추정 및 검정방법과 회귀선의 적합도 검정, 예측, 분산분석기법 

및 응용 등을 학습하고 아울러 널리 보편화된 통계적 도구들의 활용법 습득으로 자료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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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63 기업가정신과리더십 (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p)

본 교과목은 장차 성공적인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역량 있는 사회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기본적 소양

인 가치관, 정신, 태도, 행동 등을 포함한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취업은 물론 창

업에 필요한 자세와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0964 회계학개론 (Introducion to Acconuting)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 들을 대상으로 회계의 기초적 개념과 교양을 함양하고 기본적 분석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0965 발명기법과특허의이해 (Presentation & Debate)

이공계 학생 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착상과 발명기법, 기술개발 필요성, 특허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개념을 함양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한다.

100966 현대중국과동아시아 (Historical study on the contemporary China in the East Asia)

한국의 주요 주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의 역

사전개 과정에 동아시아의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가 투영됨은 물론이다.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국제 질서 구

축을 위해 중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호흡하는 현대 시민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 과목은 현대 중국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관찰함은 물론 그와 동시에 전개된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과정

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설명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 질서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할 목적에서 설계되었다.

100967, 200967 영어말하기의기초 (English Speaking Fundamentals)

필수 영어회화 과목인 실용영어회화1·2를 수강할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영어, 간단한 질문 및 답변하기의 훈련을 통하여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두려움을 없애고 필수 영어회화 과

목을 이수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배양한다.

100968, 200968 영어문단쓰기 (English Paragraph Writing)

문장작성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단(Paragraph) 작성법을 학습한다. 글쓰기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

여 알고 단락 단위의 글쓰기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 한다.

100969, 200969 문화간의사소통이해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간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차이를 학습함으로써 내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00818 중국어회화(1) (Chiness Conversation(1))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표현에 중점을 두며, 청취력과 표현력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

습하여 중국어 회화의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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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 중국어회화(2) (Chiness Conversation(2))

중국어의 기본문형을 중심으로 정확한 어휘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시청각 교재 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활용하여 

중국어 기초표현능력을 함양시킨다.

200821 일본어회화(1) (Japaness Conversation(1))

일본어의 문자체계와 발음의 체계를 익히며 기초적인 품사, 즉,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접속사, 조사 등

을 습득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200822 일본어회화(2) (Japaness Conversation(2))

일본어의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일본어 표현능력과 청취력을 향상한다. 기

본적인 의사표현을 연습하고, 사용된 문형을 중심으로 대화연습과 유사표현 연습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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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과목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

학점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2

2

3

3

3

3

3

3

3

3

1,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210

400213

400212

400211

400311

400312

400310

400414

400316

400315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정책과학교현장

 교육역량과수행공학

 생활지도및상담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0

0

0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

4

3

1

2

2

교직

교직

교직

400413

400412

400317

 특수교육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2

2

2

1

2

2

2

0

0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 1 교직 400410  학교현장실습 2 0 4 4주

1~3 1,2
교선

교선

100796

100797

 봉사활동 1

 봉사활동 2

1

1

0

0

0

0

60시간

60시간

계 30 25 6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봉사활동1, 봉사활동2 모두 이수해야 함

2013년도 교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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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과목

가. 교과교육영역

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신소재공학과 요업

전선 공업교육론 3

공업계열전선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전선 공업교과교수법 3

화공생명공학과 화공·섬유

전선 공업교육론 3

〃전선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전선 공업교과교수법 3

정밀화학과 화공·섬유

전선 공업교육론 3

〃전선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전선 공업교과교수법 3

식품공학과 식품가공

전선 농업교육개론 3

전선 농업(식품가공)교육논리및논술 3

전선 농업(식품가공)교재연구및지도법 3

디자인학과 디자인·공예

전선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전선 디자인·공예교수법 3

전선 디자인·공예교육론 3

도자문화학과 디자인·공예

전선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전선 디자인·공예교수법 3

전선 디자인·공예교육론 3

금속공예학과 디자인·공예

전선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전선 디자인·공예교수법 3

전선 디자인·공예교육론 3

조형예술학과 디자인·공예

전선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전선 디자인·공예교수법 3

전선 디자인·공예교육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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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이수과목 

학과명 표시과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과목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신소재공학과 요업

결정구조학 114201 결정학개론 3

내화물공학 114286 세라믹상평형 3

요업재료 114448 파인세라믹스 3

요업물리 114185 전자재료 2

유리공학 114355 비정질재료 2

요업공정 114310 세라믹공정 3

분체공학 114447 세라믹합성 3

요업원료학 114279 나노재료합성 3

소계 8과목 22

화공생명공학과 화공·섬유

화공양론 108351 화공양론(1) 3

물리화학 108551 물리화학(1) 3

유기화학 108021 유기화학(1) 3

단위조작 108554 화공유체역학 3

반응공학 108101 반응공학(1) 3

화공열역학 108361 화공열역학 3

공정제어 108531 공정제어 3

고분자공학 108475 고분자개론 3

소계 8과목 24

식품공학과 식품가공

유기화학 118212 생물유기화학(1) 3 

식품미생물학 118470 식품미생물학(1) 3 

식품가공 118472 식품가공학(1) 3 

농산물가공 118476 식품가공학(2) 3 

식품재료학 118493 식품재료학 3

식품화학 118495 식품화학(2) 3 

식품위생 118498 식품위생및법규 3 

식품저장 118234 식품저장학및응용 3 

소계 8과목 24

정밀화학과 화공·섬유

물리화학 125012 물리화학 3

화공열역학 125311 화공열역학(1) 3

공정제어 125312 공정제어 3 

반응공학 125313 반응공학(1) 3 

분석화학 125211 바이오분석화학(1) 3 

유기화학 125205 유기화학(1) 3 

고분자공학 125463 고분자화학 3 

고분자공학 125343 고분자나노재료화학 3

화공양론 125310 화공양론(1) 3 

공업화학 125343 공업화학개론 3

소계 10과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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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과목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디자인학과
디자인

·공예

기초소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165011 드로잉(1)-소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기초소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165014 드로잉(2)-소묘 

165015 드로잉(2)-렌더링

그래픽디자인 185004 기초그래픽디자인 3 

그래픽디자인 185015 그래픽디자인 3 

공업디자인 185044 공공환경디자인(1) 3

색채학 165017 색채학 3

제품디자인 185019 ID(1) 3

가구디자인 185032 리빙프로덕트디자인 3

웹디자인 185039 웹인터페이스디자인(1) 3

소계 9과목 25 

도자문화학과
디자인

·공예

기초소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165011 드로잉(1)-소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기초소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165014 드로잉(2)-소묘 

165015 드로잉(2)-렌더링

컴퓨터그래픽 115501 컴퓨터제도 3 

컴퓨터그래픽 115502 컴퓨터그래픽 3 

색채학 165017 색채학 3

디스플레이
115117 Tea & Ceramic 2

디스플레이 Table Coordination 2

도자공예 115367 공예도자 1(도자공예) 3

기초조형 115370 조형도자 1(기초조형) 3

실내디자인 115507 Ceramic Design Studio(1) 3

소계 10과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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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과목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금속공예학과
디자인

·공예

기초소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165011 드로잉(1)-소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기초소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165014 드로잉(2)-소묘 

165015 드로잉(2)-렌더링

컴퓨터그래픽 116510 컴퓨터그래픽(1) 2

컴퓨터그래픽 116511 컴퓨터그래픽(2) 2

금속공예 116046 금속공예(1) 3

기초조형 116067 형태와구조(1) 2

공업디자인 116004 디자인프로세스(1) 2

색채학 165017 색채학 3

제품디자인 116382 문화상품디자인(1) 3 

소계 9과목 21 

조형예술학과
디자인

·공예

기초소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165011 드로잉(1)-소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기초소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165014 드로잉(2)-소묘 

165015 드로잉(2)-렌더링

컴퓨터그래픽 119500 디지털표현(1) 2 

컴퓨터그래픽 119501 디지털표현(2) 2 

기초조형 119253 조소(1) 2

기초조형
119254 조소(2) 2

시각디자인 디지털아트(1) 2

색채학 165017 색채학 3

그래픽디자인 119017 디지털아트(2) 2

영상디자인 119480 영상스튜디오(1) 3

영상디자인 119481 영상스튜디오(2) 3

소계 11과목 25 

※ 학과별 지정과목을 7과목(분야), 21학점 이상 이수

※  공업계 표시과목(화공·섬유, 요업)관련학과 : 신소재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정밀화학과는 각 학과 별로 개설 

 된 산업체현장실습(4주 이상)을 별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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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010 ~ 2013학년도 교직이수예정 승인 학생 적용 

1. 교직과목

가. 필수이수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

학점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2

2

3

3

3

3

3

1,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212

400213

400210

400211

400310

400311

400312

 교육사회학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3

4

1

2

교직

교직

400413

400412

 특수교육의이해

 교사론

2

2

1

2

2

0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 1 교직 400410  교육실습 2 0 4 4주

1~3 1,2
교선

교선

100796

100797

 봉사활동 1

 봉사활동 2

1

1

0

0

0

0
60시간

계 22 17 6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봉사활동1, 봉사활동2 모두 이수해야 함

나. 선택이수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3

3

3

1

2

2

교직

교직

교직

400414

400315

400316

 국제비교교육학개론

 진로지도및상담

 청소년개발론

2

2

2

2

2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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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009학년도 이전 교직이수예정 승인 학생 적용 

(필수이수)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2

2

3

3

3

3

3

1,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212

400213

400210

400211

400310

400311

400312

 교육사회학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3

3,4

3

3

1

1

2

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313

400415

400314

400416

 공업교육론

 농업교육개론(식품공학과)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농업교재연구및지도법(식품공학과)

2

2

2

2

2

2

2

2

0

0

0

0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 1 교직 400410  교육실습 2 0 4 4주

계 20 18 4

※ 교과교육영역에서 식품공학과는 농업교육개론과 농업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함

(선택이수)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3

3

3

3

4

1

1

2

2

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413

400414

400315

400316

400412

 특수교육의이해

 국제비교교육학개론

 진로지도및상담

 청소년개발론

 교사론

2

2

2

2

2

1

2

2

2

2

2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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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과 정

400210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육학의 12∼14개 학문분야인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

법(교수-학습이해) 및 교육공학, 교과교육론(영어, 공업, 수학, 농업 등등) 및 교재개발, 교육행정 및 교육경

영(학교행정 및 학교경영), 진로지도 및 생활상담, 교사론, 교생실습 및 마이크로 티칭 등의 기초이론을 각 장

별로 나누어 총론식 교과내용으로 주로 구성되고 있다. 교육학 전공과목들 중 가장 기초과목으로 볼 수 있다.

400211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심리학을 교육학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과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교육방법과 학습과정에 학

습자의 심리를 적용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응용교과이다.

400212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교육제도와 교육과정(교육내용)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조명하고 교육제도와 교육행정 및 학교의 사회적 기능에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과내용이다.

400213 교육철학및교육사 (Educational Philosophy and History)

교육의 사상과 가치체계 및 한국의 교육사와 발달과정 및 서양의 교육사와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 등의 변천사

를 주된 교과내용으로 하고 있다.

40031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Teaching Administration and Instrumental Management)

교육행정의 이론과 교육제도상의 성격 및 교육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교육활동의 지원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 재정, 제도 및 교육운영의 방법들을 수업과 학교경영의 관점에서 배운다.

400311 교육과정및교육평가 (Curriculum and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과정의 개념, 교육내용의 선정, 개발, 평가, 교수-학습 등의 방법을 체계화하는 교과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도구 작성, 평가의 관리 및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이해하는 교과로 개설

되고 있다.

40031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Teaching Method and Instrumental Technology)

주로 교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과 교재/교구들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교육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것

인가를 주로 배우는 과목이며, 이외에 컴퓨터의 교수-학습에의 적용, 인터넷의 활용 등 학습자들의 학습방법

들과 직결되는 교과 성격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400313 공업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Industrial Subject)

어떤 특정 교과(예: 공학계열 전공교과들)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구성, 교수-학습방법, 강의계획서, 교과의 특

성, 평가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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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설된다.

400314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 Methods in Industrial Subjects)

공업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효율적인 교재준비와 교수-학습방법, 강의계획 및 평가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

하여 각 공업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 실제를 배우는 특징으로 개설된다.

400315 생활지도및상담 (Career Guidance and Counceling)

학생들의 적성과 직업흥미를 파악하고 그들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미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도와주는 개

인개발의 실제이론들과 방법들을 학습하는 교과로써 그 첫째 의미가 있다. 또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교사로서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을 환경과의 상호관계속에서 현실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조력하는 방법들을 학습하는 교과로써의 목적을 갖는다.

400316 교육역량과수행공학 (Youth Development & Theories)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만14~18세를 대상으로 교육적, 인성적, 오락적, 여가활용을 개발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과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함.

400317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학교 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의 방지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즉, 학교폭력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

방 및 대처능력과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한 방안에 대해 탐구하며 이

를 실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00410 학교현장실습

교직과정 이수학생들만을 위한 교과로 2개월은 교수-학습 이론을 배우고 시범수업을 하며, 1개월(4주)은 예

비교사로서 중등학교현장에서 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생실습을 한다.

400412 교직실무 (Theories for Becoming Teachers)

예비교사들이 배워야 할 교사의 역할을 수업운영자로서의 교사, 적응 조력자로서의 교사, 학습 및 성장강화자

로서의 교사 등에 관련된 제반 이론과 교사의 자질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 등을 학습한다. 또한 교사의 교직관

으로써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등을 학습하며, 학생들의 학교학습과 학업성취에 관련된 교사 변인에 관

하여 이해함을 목적으로 교과의 특성을 갖는다.

400413 특수교육의이해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교직과목 이수자들에게 특수장애인과 영재교육의 이해를 위한 특수교육 이론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400414 교육정책과학교현장 (Interantional Comparative Education)

외국의 대표적 나라들의 교육내용, 교육제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교육의 내실화와 시사점을 얻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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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국제화에 따른 인력양성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안목을 갖는데 있다.

400415 농업교육개론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Education)

중등학교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이해 할 수 있으며 농업교사로서의 안

목을 기르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400416 농업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Guidance in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 교육 시행 시 필요한 교재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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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군/학사후보생 양성과정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수학점)이론 실습

안 보 학

이     론

1,2, 

3 

1 일반선택 500100 국가안보론 2 2 0

10학점 이상

이수

2 일반선택 500110 전쟁사 2 2 0

2,3,

4

1 일반선택 500200 북한학 2 2 0

2 일반선택 500210 리더십 2 2 0

3 1,2 일반선택 500300 무기체계 2 2 0

4 1,2 일반선택 500400 지휘통솔 2 2 0

군 사 학

3
1 일반선택 500310 군사학(1) 3 0 6

10학점 이상

이수

2 일반선택 500320 군사학(2) 3 0 6

4
1 일반선택 500410 군사학(3) 3 0 6

2 일반선택 500420 군사학(4) 3 0 6

합               계 24 12 24
20학점 이상

이수

※ 일반 학생은 군사학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나. 학생처 취업 관련 교과목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3 2 일반선택 500501 역량개발전략론 2 2 0

3 2 일반선택 500502 창의적문제해결 2 2 0

2013학년도 기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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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교육센터 취업 관련 교과목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3 2 일반선택 500503  창업이론과실무 2 2 0

라.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교과목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1 1,2 교선
100008

200435
외국인을위한한국언어와생활 2 2 0

「글쓰기와

의사소통」택일

1 1,2 교선
100009

200009
외국인을위한한국명문읽기 2 2 0

〔철학과윤리 

영역〕택일

1 1,2 교선
100016

200016
외국인을위한한국어와문화이해(1) 3 3 0

1 1,2 교선
100017

200017
외국인을위한한국어와문화이해(2) 3 3 0

3 1,2 일반선택
500500

200439
외국인을위한한국어논문작성법 3 3 0

 ※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이수 가능한 과목임

마. 외국에서 수학(연수)한 학점인정 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비   고

일반선택 500504 외국대학 이수 과목(2)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일반선택
500505

500506

해외인턴십(1)

해외현장실습(1) 중 택1
2학점 12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07

500508

해외인턴십(2)

해외현장실습(2) 중 택1
4학점 24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09

500510

해외인턴십(3)

해외현장실습(3) 중 택1
6학점 36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11 해외어학연수(1) 2학점 12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12 해외어학연수(2) 3학점 18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13 해외어학연수(3) 6학점 36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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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내 타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인정 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비   고

일반선택 500514 타 대학 이수과목(2)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사. 유사학과 계열공통 교과목 현황

○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주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유사학과

이론 실습

161004 정역학 3 3 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안전공학과 

161005 재료역학 3 3 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161006 공학수학(1) 3 3 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IT미디어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161007 공학수학(2) 3 3 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IT미디어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161008 기계공작법 3 3 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161009 수치해석 3 3 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161010 공업광학 3 2 2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162001 구조역학(1) 3 3 0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62002 구조역학(2) 3 3 0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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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대학(주간)

교과목

코   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유사학과

이론 실습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 1 2 조형대학 4개 학과165011 드로잉(1)-소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 1 2 조형대학 4개 학과165014 드로잉(2)-소묘

165015 드로잉(2)-렌더링

165016 사진 2 1 2 조형대학 4개 학과

165017 색채학 3 3 0 조형대학 4개 학과

165018 원서강독 2 2 0 조형대학 4개 학과

119507 예술과 진로 세미나(취업/창업) 1 1 0 조형대학 4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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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과정

500100 국가안보론 (National Security Studies)

국가안보에 대한 일반적 개념 이해를 통한 건전한 국가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안보개념과 국가간 정

치, 경제 및 국력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강의내용으로는 국제정치와 국가안보

문제, 개인안보와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가의 본질, 국가의 불안(위협과 취약성), 안보와 국제정치체계, 지

역안보, 경제안보, 국방의 딜레마, 힘과 안보의 딜레마,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정책의 문제), 결론적 고찰로서 

안보연구의 대상·안보개념의 유용성 및 정책적 의의 등을 다룬다.

500110 전쟁사 (History of Warfare)

전쟁실체의 이해를 통한 투철한 호국의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전쟁사입문, 세계전쟁사, 한국전쟁사, 미래

의 전쟁양상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강의내용으로는 전쟁사 개요, 전쟁일반론, 전쟁의 원칙, 세계전사 중

에서 고대전쟁·나폴레옹전쟁·1차세계대전·2차세계대전·중동/이라크전, 한국전쟁사에서 초기작전·지

연전·유엔군의 참전·낙동강 방어·인천상륙작전/반격작전·중공군 공세/진지전·유격전, 미래의 전쟁에서 

21세기 전장 운영·2010년대 우리군의 모습 등을 다룬다.

500200 북한학 (North Korean Studies)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한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북한정권의 형성과 통치이념, 북한

의 정치·경제·사회, 북한 외교와 대남 통일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강의내용으로는 북한체제의 형

성과 전개과정,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북한 정치체계와 권력구조, 정권기관과 행정체제, 북한

군의 성격과 구조, 북한군의 전략, 북한의 대외 정책기조와 기구, 북한의 통일정책방안, 북한경제의 특징/실

상, 북한 경제개혁 전망, 북한사회의 계층구조·교육·문화 등을 다룬다.

500210 리더십 (Leadership)

복잡한 조직현상이해를 통한 조직관리자로서의 리더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일반이론과 군대조

직 및 군대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여 리더십에 대한 안목을 갖을 수 있게 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 및 기법들을 습득하게 하여, 장차 성공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함양토

록 한다. 리더쉽 역사, 이론적 접근, 연구방법, 권력과 영향력, 리더 특성 연구, 리더 행동 연구, 리더행동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 카리스마, 변환적 리더십, 조직 성원의 이해, 상담 및 스트레스관리, 집단의 본질 

및 분석, 의사소통/의사결정, 동기유발 등을 다룬다.

500300 무기체계 (Ballistic Protection System)

현대무기체계의 개념이해 및 무기전반에 관련된 기초지식 부여를 목적으로 하며, 군사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원리와 현재운용중인 제반 무기체계 이해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강의내용으로는 서론에서 군사과학기술 

발달역사, 무기체계와 전술전략, 시대변화에 따른 전력 중심 변천을 강의하며, 소화기/탄약, 화포(원리), 기

동장비, 유도무기, 전장감시장비, C4I체계, 전자전, 항공 및 해상무기, 화생방 무기, 시뮬레이션에서 마일즈

장비·워게임특성·CBS모델, 첨단기술 응용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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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00 지휘통솔 (Command and Control)

각급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통솔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리더와 지휘통솔, 평시 조직 내에서의 지휘

통솔, 전장심리와 지휘통솔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강의내용으로는 지휘통솔개념, 지휘통솔환경에서의 

군대의 특성·군 구성원의 의식구조·신세대 의식성향·군대환경, 지휘통솔자의 자질, 지휘통솔원칙/유형/기

법에서 상담과정/방법·의사소통·동기유발·집단응집력 제고, 전장심리와 지휘통솔에서 전장 환경·전장의 

심리·전장에서의 지휘통솔 등을 다룬다.

500501 역량개발전략론 (Strategic Competency Development)

최근 주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개인 역량은 무엇이고, 개인 및 조직에서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

지, 조직 내 적용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한다. 대인관계, 기획 실무, 핵심 커뮤니케이션 등 실무에서 핵심

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00502 창의적문제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100대 기업 71%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점차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일회적인 방식이 아닌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인관

계 및 직장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 mind의 중요성 인식 및 창의

적인 개발 습득 등 종합적인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161011, 164002, 165020, 166001 외국어대학이수과목(1) (Completion of Foreign University Courses(1))

우리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서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

500504 외국대학이수과목(2) (Completion of Foreign University Courses(2))

우리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서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

500505, 505506 해외인텁십(1), 해외현장실습(1) (Overseas Internship(1)), (Overseas Fieldwark(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체 현장실습규정"에 의해 120시간 이상 연구 또는 실습을 실시하는 2학점 교과목

500507, 505508 해외인텁십(2), 해외현장실습(2) (Overseas Internship(2)), (Overseas Fieldwark(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체 현장실습규정"에 의해 240시간 이상 연구 또는 실습을 실시하는 4학점 교과목

500509, 505510 해외인텁십(1), 해외현장실습(1) (Overseas Internship(1)), (Overseas Fieldwark(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체 현장실습규정"에 의해 360시간 이상 연구 또는 실습을 실시하는 6학점 교과목

500511 해외어학연수(1) (Language Study Abroad(1))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한업체 등에서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120시간 이상 실시하는 2

학점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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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12 해외어학연수(2) (Language Study Abroad(2))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한업체 등에서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3

학점 교과목

500513 해외어학연수(3) (Language Study Abroad(3))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한업체 등에서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360시간 이상 실시하는 6

학점 교과목

161012, 164003, 165021, 166002 타대학이수과목(1)(Completion of Other University Courses(1))

우리 대학교와 국내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과 학점교류를 한 학생들이 이수한 전공선택 교과목

500514 타대학이수과목(2)(Completion of Other University Courses(2))

우리 대학교와 국내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과 학점교류를 한 학생들이 이수한 일반선택 교과목

100008, 200435 외국인을위한한국언어와생활 (Korean Academic Listening & Speaking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원) 강의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듣기 기술과 전략을 익혀 한국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또한 한국어 화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 발표 및 토론 등 

학문적인 말하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00009, 200009 외국인을위한한국명문읽기 (Selected Readings in Korean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생으로서 학문적 소양을 쌓기 위한 읽기 능력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읽기를 통해  

대학교육에 필요한 교양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1000 16, 200016 외국인을위한한국어와문화이해(1)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 & Culture 1 for 
Foreign Students)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한국생활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1000 17, 200017 외국인을위한한국어와문화이해(2)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 & Culture 2 for 
Foreign Students)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길러 성공적인 대학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00500, 200439 외국인을위한한국어논문작성법 (Korean Academic Composition for Foreign Students)

본 강의는 한국어 중급 이상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보다 차원 높은 한국어 글쓰기 

기술을 익히고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 전략을 개발하여 대학 (원) 학문 활동에 필요한 보고서 및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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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43, 200943 외국인을위한한국어(1) (Korean 1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 재학생의 졸업시험 대체교과목으로, 한국어 청취와 말하기 훈련을 통해 주어진 TOPIC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배양한다.

100944, 200944 외국인을위한한국어(2) (Korean 2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 재학생의 졸업시험 대체교과목으로, 각 상황에 따른 표현의 특징을 익히며, 효과적인 의사전달 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한국문화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의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각 학부, 학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요





공  과  대  학

1.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2. 기계·자동차공학과(Department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3. 안전공학과(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4. 신소재공학과(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5.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6.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School of Architectur, Architectural Engineering Course)

7. 건축학부 건축학전공(School of Architectur, Architectural Desig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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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전공선택 181001 공학입문설계 2 1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공통기초

전공선택 181002 기계시스템디자인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공통기초

소                   계 22 19 6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전공선택 161004 정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공통기초

전공선택 181003 프로그래밍입문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공통기초

소                   계 19 18 4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61005 재료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기초

전공필수 161006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기초

전공필수 181004 기계제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05 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06 전기전자개론 3 2 2 복수(부)전공 기자Y금형S 전공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07 재료과학 3 3 0 복수(부)전공 기자S금형Y 전공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08 디자인공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소                   계 23 21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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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61007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기초

전공필수 181009 유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10 동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11 CAD 3 2 2 복수(부)전공 기자Y금형S 전공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12 공학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MSC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13 기구메커니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14 응용재료역학 3 3 0 복수(부)전공 기자S금형Y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15 공업재료가공법 3 3 0 복수(부)전공 기자S금형Y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16 디지털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17 아나로그반도체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소                   계 31 28 8

3

1

교양선택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전공필수 181018 마이크로컨트롤러(1) 
3 2 2 그룹3 복수(부)전공

기자Y금형S
전공 1

전공공통

전공필수 181019 프레스금형설계        기자S금형Y 제품설계및금형

전공필수 181020 제어공학              
3 2 2 그룹4 복수(부)전공

기자Y금형S
전공

기계시스템설계로봇시스템

전공필수 181021 사출금형설계          기자S금형Y 1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61008 기계공작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22 기계요소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기초

전공선택 181023 기계제작실습 2 0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24 기계진동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25 창의공학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3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26 열전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27 소성가공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28 고분자재료및가공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29 금형재료및열처리 3 3 0 복수(부)전공 기자S금형Y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30 컴퓨터응용제어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81 산학세미나(1) 1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82 코업(1) 6 0 0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83 코업프로젝트(1) 12 0 0 전공공통

소                   계 57 33 14

2

전공필수 181031 자동화시스템          
3

2 2
그룹5 복수(부)전공

기자Y금형S 전공 2 기계시스템설계로봇시스템

전공필수 181032 제품개발프로세스      3 0 기자S금형Y 전공 1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61009 수치해석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33 CAM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34 CAD응용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35 공업일어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문교양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36 기계공학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37 기계시스템디자인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38 측정및조립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39 로봇메커니즘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40 프레스제품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41 플라스틱제품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42 금형공작법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43 재료시험법 2 1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45 로봇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46 회로설계및제작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47 마이크로컨트롤러(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48 디지털이미지프로세싱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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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81049 컴퓨터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84 제품및기구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금형

전공선택 181085 산학세미나(2) 1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86 코업(2) 6 0 0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87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공통

소                   계 73 46 26

4

1

전공필수 181050 Capstone Design(1) 3 1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종합설계

전공선택 161010 공업광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51 CAE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52 센서및계측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53 실험계획법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54 마이크로시스템공정(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55 플라스틱금형개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56 프레스금형개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57 생산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58 생산자동화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59 로봇시스템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60 디지털제어구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61 비주얼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62 컴퓨터비젼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63 현장실습(1)(단기인턴십) 3 0 0 종합설계

전공선택 181088 코업(3) 6 0 0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89 코업프로젝트(3) 12 0 0 전공공통

소                   계 63 31 22

2

전공필수 181064 Capstone Design(2) 3 1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종합설계

전공선택 181065 특수정밀가공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66 유공압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67 마이크로시스템공정(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68 정밀기계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69 나노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70 음향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71 에너지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72 고분자미세성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73 다이캐스트금형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74 금형신기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제품설계및금형

전공선택 181075 지능로봇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76 레이저응용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로봇시스템

전공선택 181077 현장실습(2)(단기인턴십) 3 0 0 종합설계

전공선택 181090 CFD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기계시스템설계

전공선택 181091 코업(4) 6 0 0 전공공통

전공선택 181092 코업프로젝트(4) 12 0 0 전공공통

소                   계 63 39 6

합                   계 351 235 90

<주석>

• 기자S :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인증선택
• 기자Y :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인증필수
• 금형S : 제품설계금형공학프로그램 인증선택
• 금형Y : 제품설계금형공학프로그램 인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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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61004 정역학 (Statics)

정역학은 정지해 있는 강체에 힘의 작용을 가해 여러 

가지 변형 및 파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역학

을 이해함으로 기계의 여러 가지 운동에 따라 변화되는 

힘의 균형상태를 파악토록 하며 동역학 및 재료역학의 

과목을 이수함에 기초가 되도록 한다.

161005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외력에 의한 굽힘 모우멘트 등에 대한 물체의 변형과 

응력의 발생 분포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공학적 모델을 응용연습하여 기계설계의 기초

를 기른다.

161006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 (1))

여러 가지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및 이들이 

가지는 수리 물리학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라플라스 

변환의 전기공학 관련분야의 적용에 대해 공부한다.

161007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 (2))

기본적인 복소함수의 성질과 복소 미적분을 공부

한다.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를 이해하고, Taylor, 

Fourier Series 와 Transform 등의 전기공학 관련

분야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161008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es)

기계 부품을 제작 및 가공하기 위한 각종 공작 방법

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쌓는다. 주조, 용접, 절삭,소성

가공 등의 전통적 제작법을 이해하여 제조기술과정에 

대한 공정 계획과 생산 설계 능력을 쌓게 되며, 최신의 

전기·전자적, 화학적 특수가공법과 반도체 제조공정, 

초정밀가공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전망, 활용 테크닉 

등을 습득한다.

161009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공학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학적 문제를 컴퓨터를이

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개념 및 기법에 대해 공부한다. 

즉,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방정식을 컴

퓨터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수치해석을 다룬다. 비

선형방정식의 해, 선형방정식의 시스템, 보간법,  수

치적분 및 미분법 등에 기본적인 개념을 배운다. 특히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서도 실습과 과제를 통해 해결한다.

161010 공업광학 (Optics For Engineering)

본교과목은 광학을 기계공학자의 입장에서 다루어 

광학의 지식을 공학의 문제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

다. 본 광공학은 크게 기하광학 및 물리광학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세부 주제로는 빛의 성질, 전파, 간섭, 회절 

등이 있다.

181001  공학입문설계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창의적인 공학설계 능력은 엔지니어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다. 본 교과목은 창의적인 

공학설계 과정의 이해와 기계시스템디자인 분야에 대

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팀을 구성하여 

문제제기 및 정의, 아이디어 생성, 표현 및 평가, 팀워

크, 의사소통법 등의 공학설계 과정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되며, 최종적으로 창의적인 작품 혹은 제

품을 직접 제작/발표함으로써 그 과정을 체득하게 된

다.



-  71  -

181002  기계시스템디자인개론 (Introduction to  
 Mechanical System Design)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의 다양한 트랙에 대한 소개

를 통해서 신입생들에게 본인에 적합한 트랙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트랙에서 배우게 될 내용

과 졸업 후 진출분야 및 담당하게 될 업무 등에 대하여 

소개하여 본인의 적성을 검토하게 하여 적합한 트랙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본 과의 학생들의 장

래 자기실현에 도움을 주고 학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과목을 운영한다.

181003  프로그래밍입문 
 (Introduction to  Programming)

공학적인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래

밍 언어를 학습한다. 프로그램 언어는 PC환경과 마이

크로프로세서 환경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공학분야에 

가장 활용성이 높은 C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래

밍의 개념을 배양하고 문법을 익히며 또한 알고리즘 구

성능력 배양을 병행한다. 실습 예제 작성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고 공학 문제 적용의 중

요성을 이해하여 실전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 능

력을 배양한다.

181004 기계제도 (Engineering Drawing )

기계도면을 사용하여 기계장치, 설비 및 제품에 대

한 설계 개념을 구체화하고 설계내용을 정확히 표현하

는 표준과 원칙을 학습한다. 먼저, 3차원 형상의 물체

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역으로 도면으로부터 형상을 이

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정확한 형상전달과 제작을 

위한 기계제도의 개념, 원칙과 제품의 품질, 가공을 위

해서 중요한 공차 등의 기계제도의 개념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적인 도면작성 실습을 통해 숙련되도록 하고 

상용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계도면을 작성하

는 실습을 병행한다.

181005 열역학 (Thermodynamics)

열과 에너지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

다. 열의 기본 개념, 열과 물질의 상태변화, 밀폐계와 

개방계에 대한 질량 방정식 및 열역학 1법칙 적용, 열

역학 2법칙, 열기관의 효율, 엔트로피와 엑서지에 대

해 공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응용과 관계된 가스 

동력 사이클, 랭킨 사이클, 냉동 사이클과 각종 열시스

템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181006  전기전자개론 (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전기 및 전자 회로를 이

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전기회로에 

대한 개념과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매주 실습을 

통해 실제로 전기·전자 회로를 구성해 보고 기본 계측

기를 사용하여 동작 특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회로 분석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181007  재료과학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본 과정에서는 재료의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의 습득

과 이해를 통해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기계공학

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181008  디자인공학개론 (Introduction to  
 Design Engineering)

제품개발과정에서 디자인은 외형과 감성 품질을 결

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제품개발의 전 과정에 걸

쳐 수행된다.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지난 수십 년 간 디

자인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개

괄적으로 살펴본다. 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프

로세스, 디자인방법론을 배우고 실제 제품개발에서의 

디자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더불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

한 실습도 병행하게 된다. 

181009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와 관련된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다. 유체의 정의 및 상태량, 유체 동력학, 유체 운동

학, 질량 방정식, 에너지 및 베르누이 방정식, 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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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각운동량 방정식, 차원해석과 상사성에 대해 학

습하고, 실제 응용 분야라 할 수 있는 내부유동 및 외

부유동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유체역학에 대한 미분

학적 분석의 시작이 되는 Navier-Stokes 방정식의 

기본내용을 배운다. 

181010 동역학 (Dynamics)

동력학은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고 다루는 

역학의 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정지상태에 있는 물

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루는 정역학을 이해한 후 동력학

을 공부하게 된다. 동력학은 크게 운동의 움직임을 연

구하는 운동학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

를 연구하는 운동역학의 두 분야로 구분한다.

181011 CAD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가 기계의 설계와 생산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를 파악하고 그 이론적 기초지식으로서 컴퓨터 그래

픽, 형상모델링 등에 관해 학습한다. 기계공학 분야에

서 활용되는 3차원 CAD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익혀 

설계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81012  공학프로그래밍 
 (Engineering Programming)

복잡한 공학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래밍 언어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컴퓨

터를 이용한 공학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컴퓨터언어

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매트랩 (MATLAB)을학습함으

로써, 복잡한 공학연산, 수치해석, 2D/3D그래프 작

성, 그리고 GUI 프로그래밍 을 할 수 있는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를 통해학생들은 매트

랩의 기본적인 문법, 툴 사용 방법 및응용 능력을 다양

한 실습 예제를 통해 습득하고, 향후 매트랩을 활용한 

실제 문제해결 시에는 주도적인추가 학습을 통해 프로

그래밍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81013  기구메커니즘 
 (Kinematics of Machinery)

모든 기계시스템은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

력이 주어지면 운동 및 힘을 전달하는 기구 또는 기구

들의 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기구들에 대한 일반적 지식들을 숙지하고, 기구 운동 

해석을 위한 위치 및 변위해석, 속도해석, 그리고 가속

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실제의 

기구들 즉 캠, 링키지 등의 운동해석 및 설계에 관한 

제반 이론들을 학습하고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를 구성함으로써 기구 시스템을 실제로 설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본 과정은 또한 기계역학 과

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활용된다.

181014  응용재료역학 
 (Applied Mechanics of Materials)

재료역학에 관한 응력과 변형율의 기본개념을 이해

하고, 기계 및 장치의 구조(강도)설계시 응용능력을 습

득하기 위해 재료역학적 개념이 필요한 여러 응용문제

를 다룬다. 특히 평면응력 및 평면변형율, 비틀림과 굽

힘을 받는 보의 해석과 설계문제에 집중하여, 응용능

력을 키우고, 관련된 구조물의 공학적 문제를 해석하

고,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181015  공업재료가공법 (Manufacturing  
 Processes for Engineering  
 Materials)

가공 중 재료는 극심한 변형이나 상변화를 겪게 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료, 물리, 화학, 기계, 전기 

등 광범위한 기초과학 및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다양한 공업 재료의 가공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소개하고 그 근본이 되는 기본원리를 이해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 공정에서 요구되는 

공구, 재료, 가공 조건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고 이

러한 공정들이 제품의 생산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이

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181016 디지털공학 (Digital Engineering)

기계시스템의 자동화와 로봇분야의 전공교과목 학습

에 필요한 전기전자와 디지털논리의 이론적 기초 지식

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IC의 작동방식을 바탕으로 특

정한 기능을 갖는 복합 논리회로까지, 직접 회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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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각종 계측기기를 이용하여 동작을 실습해 봄으

로써, 앞으로 실제 응용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적인 능력을 습득한다.

181017  아나로그반도체공학 (Analog  
 Semiconductor Circuits)

전기전자회로에 사용하는 기초소자의 성질과 응용회

로를 보충한 후 교류이론, 전력전자, 전기기계 등의 현

장위주의 응용분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181018 마이크로컨트롤러(1) (MicroController(1))

기계를 자동화하고 제어하기 위한 CPU로서 마이크

로컨트롤러의 기초적인 사용방법을 익힌다. 실습보드

를 제작하여 구조를 익히고 제어시스템의 기본 하드웨

어 구성회로를 이해한 후, 입출력포트를 통한 입출력 

신호와 C언어를 이용한 제어프로그램 작성방법의 기초

개념을 학습한다.

181019 프레스금형설계 (Press Die Design)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금속 박판재 소재를 전단하

고 성형하기위한 프레스 금형의 구조와 설계 방법에 관

한 내용을 학습한다. 교과목의 내용으로는 먼저소성

가공, 프레스 가공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프레

스 금형의 구조를 학습한다. 금형을 구성하고 있는 부

품의 기능과 설계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응용할수 있는 

단순한 금형을 직접 설계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한다. 

금형의 종류로는 전단금형, 벤딩금형, 드로잉금형, 프

로그레시브금형 등에대해 설계시의 주의할점과 제품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시 고려해야 할사항 등에 대

해 학습한다. 학기말에는 실제 제품을 가공할수 있는 

프레스 금형을 직접 설계하고 설계된 작품을 발표를 통

해 서로 토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학기말 과제를 수행하

도록하여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181020 제어공학 (Control)

제어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해석방법을 다루며 

제어기 설계 방법 및 제어기 해석, 안정성 판단 기준을 

학습한다. 주파수 응답 특성을 학습하며 주파수 영역

에서의 제어시스템 안정성을 학습한다. PID 제어기의 

설계 방법과 해석 방법을 제공한다.

181021 사출금형설계 (Injection Mold Design)

사출성형은 새로운 플라스틱의 개발 및 용도증가와 

더불어 그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가고 있으며 가정이나 

산업 그리고 정보 통신용에 필요한 정밀도 있는 고급 

플라스틱부품을 성형하는 기본적인 성형공정이다. 본 

교과목의 목적은 사출성형의 공정을 이해하고, 사출금

형의 구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사출금형의 설계

를 위한 기본이론과 기초적인 설계능력을 배양하는 것

도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출성형기의 작동원

리를 이해하고, 금형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 후 설계

과제를 통하여 사출금형설계의 주안점에 대해서 학습

한다.

181022  기계요소설계 
 (Design of Machine  Elements)

모든 하이테크를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디자인 기술이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디자인에 필요한 역학적 

계산, 재료의 선정 및 각종 설계 계수의 선택, 파손 방

지 설계기법 등의 전반적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시스템 

디자인 엔지니어로서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

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동력전달요소, 체결요소 등 

기계시스템 설계 시 필요한 주요 기계요소의 강도 및 

강성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181023  기계제작실습 
 (Machine Shop Practice)

판금, 용접, 절삭, 다듬질, 열처리 등 일반 공작기

계를 실제로 운전하고 부품을 제작해 보면서, 기초적

인 조작법을 체험하고, 생산 설계와 공정 관리 기법을 

익힌다. 종합적인 조립 제품의 완성가공 과제물을 직

접 실습하여 가공정밀도와 조립공차, 품질 관리의 중

요성을 체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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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기계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

기계진동학(Mechanical Vibration)은 정지된 기

준좌표계나 평형상태에 대해서 물체가 반복 운동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측

정할 수 있는 진동현상을 역학적으로 개념화시키며, 

이렇게 수식화된 문제를 해결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도

록 진동의 기본 개념과 특성, 자유진동, 강제진동, 감

쇠가 존재하는 경우의 진동해석과 함께 1자유도의 개

념을 다자유도계, 비틂 진동계 그리고 분포질량계를 

소개한다.

181025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기계시스템 설계시 개념 정립 단계에서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수합하고 이를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근거한 설계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 project의 진행 

방법 및 상세 설계 전 단계의 가장 중요한 개념 설계 과

정도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181026 열전달 (Heat Transfer)

열과 유체를 기계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인 열과 에너지의 전달에 대해 학습한다. 열전달

의 3가지 기본 메커니즘인 전도, 복사, 및 대류 열전달

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심화 학습내용인 열확산 

방정식 응용, 고체 내부 온도분포, 복사이론, 내부유

동 및 다양한 외부유동 조건에서 열전달, 자연대류, 그

리고 열전달 이론을 응용하는 열교환기 설계 기본에 대

해 학습한다. 

181027 소성가공 (Plastic Working)

소성가공에 필요한 각종 금속재료의 금속학적 거동

과 소성응력-변형률관계를 검토하고, 소성가공시유동

모양의 관찰방법, 소성가공힘의 해석방법, 단조,압연, 

압출, 인발등의 각종 소성 가공방법과 잔류응력의 발

생과 영향 등을 학습하고, 실제적인 현장 적응력을 배

양한다.

181028  고분자재료및가공 (Polymers and  
 Processings)

고분자는 근본적으로 분자량이 큰 화학물질을 일컫

는다. 크게 플라스틱과 고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데 이의 생산량은 이미 철강의 생산량을 추월한지오래

다. 이러한 현실은 고분자가 우리 생활과 산업에소재

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고분자에 관련한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합성, 개

질, 블랜딩, 얼로이, 화학적분석, 물리적분석, 고무의 

가교, 믹싱, 기계적물성, 유변학, 고분자 성형가공, 

고분자 재활용 등등 연구 범위가 매우 넓다. 그래서 고

분자의 전체적인 것을 깊이 공부하기는 불가능하며 각

각의 연구범위에 포함된 분야만 국부적으로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본 교과목에서는 플라스틱 성형과 금형 

그리고 제품설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기계공학도를 대

상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기본적인 구성과기계적, 열적 

및 유변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 성형공정과 

이에 쓰이는 금형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1029  금형재료및열처리 (Die and Mold  
 Materials, Heat treatment)

열처리의 기초, 열처리 이론과 기술, 열처리 설비와 

부대시설, 열처리 각론 및 관리 등을 교육한다.

181030  컴퓨터응용제어 (Computer Applied  
 Control Systems)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

하고 활용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윈도우즈 기반의 프로그래

밍 툴인 Visual Basic, Lab View등 을 이론과 실습

을 통하여 숙지하고 컴퓨터 통신 RS-232, TCP/IP, 

PC-card, Vision, Network 등의 원리 및 코딩을 

학습하며 나아가 로봇, 자동화 장치, 통신기기 등과 같

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교육한

다. 또한 기말에는 텀 프로젝트를 통하여 스스로 설계

하고 코딩한 작품에 한 학기동안 학습한 내용을 적용함

으로써 현실적 감각을 가진 설계자로서의 자질을 증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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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1 자동화시스템 (Automation Systems)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모터, 센서, PLC, 마

이크로프로세서, 카메라, 공유압 밸브 및 액추에이터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시스템 통합기술, 시

스템 제어알고리즘, PLC프로그램에 대한 실습을 수행

한다.

181032  제품개발프로세스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본 교과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제품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떤 프로세스, 

조직, 그리고 요소들로 개발되는지를 전반적으로학습

시킨다. 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1) 기업 내의 제

품 라인업 구축, 2) 고객요구분석 통한 제품 기획, 3) 

다양한 제품개념의 설계 및 선정, 4) 제조, 경제성, 금

형 및 그린을 고려한 상세 설계, 5) 여러 수준단계의 

제품 평가의 과정들과 여러 개발부서들 간 어떤 협업을 

거쳐 최종 제품이 개발되는지를 이해하고,실제 기업에

서 사용되는 다양한 실제 개발 프로세스와 여러 용어들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금형설계 전까지

의 제품설계 전반 과정을 과제 진행을 통해 체험한다. 

이를 통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담당하게 될 제품개

발 프로세스 내의 한 업무를 다른유관 업무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배

양될 것으로 기대한다.

181033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산업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에 의한 가공의 

개념과 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컴퓨터 제어 가공기

계 및 가공공구에 대한 실제에 대하여 교육한다. 가상 

가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공경로 생성 및 가공조건 

설정에 대한 실습을 수행하고 컴퓨터 제어 가공기에서 

실제 가공실습을 수행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컴퓨터 

제어 가공기계로 제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학습한다.

181034 CAD응용설계 (CAD Applied Design)

기계제도 및 설계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원 CAD 시스템을 이용한 곡면 모델링, 

조립체 모델링 및 도면 생성 기능 등을 학습하여 설계 

실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설계도구의 운영 능력을 

교육한다. 특히 중급 및 고급 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

해, 곡면 모델링, 곡면형상의 NC 가공 실습, CAE 해

석적용 등을 포함한다. 또 텀프로젝트로 설계, 평가, 

가공의 전반을 수행하여 현장 엔지니어로의 요구 능력

을 배양한다.

181035 공업일어 (Industrial Japanese)

금형설계에 관한 전문기술서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기계공학분야와 금형 설계에 관련된 서

적을 볼 수 있게 하고 현장생활에서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 및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한다.

181036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al  
 Engineering)

기계공학의 기본역학분야로 수강하였던 재료역학, 

열유체역학, 진동학에서 수강하였던 재료물성특성, 열

유체특성, 응력해석 및 진동특성 해석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물성

측정을 위한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경도시

험, 열유체특성해석을 위한 레이놀즈실험, 베루누이 

실험, 풍동실험, 열교환기 및 열시스템 실험, 열전달

실험, 응력해석을 위한 스트레인게이지 부착, 응력측

정시험, 진동특성 이해를 위한 관성측정시험, 외팔보

진동시험, 줄진동시험을 통해 기본역학의 이해도를 증

진시키고 그 활용도를 확대한다.

181037  기계시스템디자인 (Design of  
 Mechanical System)

실제 Engineering 회사와 같은 현장에서 기계 장

비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가르치

는 것이다.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기법을 배워 제품 개발 및 설계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

해함으로써, 졸업 후 산업체에서도 빨리 적응하여 설

계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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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8  측정및조립 (Measurement and  
 Assembling of Machine Elements)

기계부품이 설계시 정해진 치수 공차와 형상, 면에 

대한 품질을 정량적으로 제한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측

정과 조립에 대한 실무 관리 능력을 쌓는다. 길이, 각

도, 면, 형상 및 위치정밀도 등 기초 측정과 나사, 기

어, 공구, 베어링 등 응용측정, 3차원 측정기, 측정 자

동화, 측정기 관리요령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

하여 익힌다.

181039  로봇메커니즘설계 
 (Robot Mechanism Design)

기계 설계의 기본 지식과 다양한 공학적 사고 방식을 

응용하여 인간형 이족 로봇(휴머노이드)을 설계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간형 로봇들의 형태와 특징들을 알

아보고, 인간의 몸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 및 일

반적 형상을 소개한다.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을 알아

보고, 기본 설계 개념과 각각의 몸체 부위의 상세 설계

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계부 설계 뿐 아니라, 모터 선

정, 감속기 선정, 서보 제어기 선정, 배터리 용량 결정 

등 골고루 알아본다. 사례 연구로써, 휴보(HUBO)를 

기준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여러 로봇들을 참고

로 하며 인간형 이족 로봇의 설계법을 전반적으로 설명

한다.

181040  프레스제품설계 
 (Press product design)

프레스 기계에 의해 불량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성

형하기 위한 설계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제품이 성형

될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여 제품의 치수 정밀도와형상 

정밀도를 만족할수 있는 제품의 설계기법, 그리고 주

어진 제품을 프레스 성형할때 금형설계에서의고려사

항 등을 배운다. 전단가공과 굽힘 또는 스템핑등에 의

해 가공될수 있는 가공 한계, 성형 가공에서의불량 종

류와 이들의 해결 방법, 포밍 가공급속 박판재의 이방

성을 고려한 제품설계, 1공정으로 제품 성형이 안되는 

경우의 공정설계, 제품 성형을 위한 소재의치수와 형

상 설계 방법 등에 관해 학습하고 이를 응용할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통해 프레스 제품 설계와 신제품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181041  플라스틱제품설계 
 (Plastics Product  Design)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방법, 즉 고분자성형 공정

은 사출성형, 블로우성형, 압출성형, 카렌더링, 압축

성형, Coating 등 여려가지 방법이 있다. 본 교과목

에서는 사출금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플라스틱 금형

의 설계개념에 대해서 학습한다. 그리고 정해진 사출

성형기의 사양에 맞게 금형을 설계하면서 이를 위한 금

형재료선정, 가공방법선정, 공차설계, 원가계산 등의 

복합적인 교육효과도 얻도록 과제 위주로 교과목을 운

영한다.

181042  금형공작법 
 (Die and Mold Manufacturing)

사출과 프레스 금형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가공법 및 

다양한 특수가공법들의 기초 개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제 실습을 통한 금형 제작을 경험한다.

181043 재료시험법 (Material Testing)

금형재료를 비롯한 성형용 금속재료의 기계적 특성

을 각종 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재료의 인장강도,항복

강도, 연신율, 탄성계수, 전단강도, 충격강도, 피로강

도, 경도 및 열처리에 대한 금속조직검사 능력을배양

하고, 실험을 통한 각종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금형

설계 및 성형시 재료의 선정에 판단 능력을 배양한다.

181045 로봇공학 (Robotics)

로봇 기구학 해석, 좌표 설정 및 변환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D-H notation, 순기구학 및 역기구학에 

대해 다루며 경로궤적 결정등을 다룬다. 로봇에 필요

한 모터 및 제어 방법, 센서등에 대해 학습하고 로봇비

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로봇시스템을 구성하

는 종합적 사고와 지식을 습득한다.

181046  회로설계및제작 (Advanced Circuit  
 Design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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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논리회로 설계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고집

적 논리회로 설계에 관하여 강의한다. 본 교과를 통하

여 디지털회로 설계의 신뢰성향상에 대한 이론적인 배

경과 EPLD, FPGA의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공부한

다. 강의의 후반부에는 OrCad를 사용한 회로도 작성

과 Artwork에 대하여 익히고, 간단한 회로를 구상/

설계/PCB제작/조립/작동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전자회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181047  마이크로컨트롤러(2)  
 (MicroController(2))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 프로그래밍을 미리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제

어하는 방법을 익힌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다양하고 

강력한 interrupt와 통신 기능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하여, DC motor control, AD변환, LCD 

display, timer/counter, Step motor control 

등 실제 기계시스템의 자동화와 로봇 등의 응용분야에

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능력을 완성한다.

181048  디지털이미지프로세싱 
 (Digital Image Processing)

디지털 이미지의 획득, 처리 및 응용에 대하여 학습

한다. 히스토그램, 필터링, 기하학적 변환 및 퓨리에 

변환 등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을 Visual; Basic 또는 C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이미지 해석/인식을 위하여 영역 분리, 이진화, 에지

추출, 물체의 특징추출 기법을 배운다. 이를 응용하는 

검사 장비의 측정 기법, 로봇의 머신 비전, 보안 카메

라 기법, 레이저 이미지 해석 등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181049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최근의 거의 모든 고급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기반으

로 하고 있는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개념을 실제 프로그

램 실습을 통해 배양한다. C언어 등 다른 컴퓨터언어

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윈도우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여 예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

해 객체지향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C++을 기준으로 

강의하며 습득한 객체지향 개념을 기초로 C#, Java 

등의 객체지향 언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실전 프

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181050  Capstone Design(1) 
 (Capstone Design(1))

전공분야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총체적으로 발휘

하여 목표한 작품에 대해 기획 및 설계의 전 과정을 팀

별로 수행한다. 수행 과정에서 팀원 간의 분업과 협력

을 통하여 기업체의 개발 프로세스를 선 체험 할 수 있

으며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고양한다.

181051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기계설계 시 당면하게 되는 복잡한 역학적 문제를 컴

퓨터를 이용한 수치적 방법으로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본 강의에서는 재료

역학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열전달, 동역학 문제 

등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학습한다. CAD로 작성된 

모델에 대하여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수

행하는 과정을 실습하고 실제 설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81052  센서및계측 
 (Sensors and Measurements)

물질, 기계 또는 공정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계측 시스템의 기

본 구성 요소인 센서를 비롯하여 측정과 관련된 기본 

원리를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이를 실제의 공학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181053 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

개선된 혹은 새로 개발된 설계안 혹은 제품이 더 좋

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본 교과목은 이를 위

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실험계획법은 실험 (예. 물리/

화학실험, 공정반응실험, 제품 개선효과 등)에 대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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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

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

의 실험횟수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획

하는 것이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1) 통계에 대

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2) 실험계획법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여, 3) 효율적인 실험계획을 수

립할 수 있게 되며, 4) 통계 패키지 (SPSS)를 활용하

여 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능

력을 익히게 된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실제적인 실험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향후 산업현장에서 제품설계 시에 만나게 될 

다양한 실험문제들에 대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다.

181054  마이크로시스템공정(1) 
 (Microsystems technology(1))

본 과목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MEMS 등의 

마이크로시스템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공정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진공, 플라즈마 등과 같이 공정과 관련된 물

리, 화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노광, 증착, 

에칭 등의 세부공정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한다. 또한 

MEMS, 반도체, 디스플레이등 실제 공정이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1055  플라스틱금형개발 
 (Plastic Mold Making)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사출성형, 블

로우성형, 압출성형, 카렌더링, 압축성형 등 어려가지 

방법이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사출금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플라스틱 금형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해서 학

습한다. 실험실에 있는 사출성형기의 사양에 맞게 금

형을 설계하면서 이를 위한 금형재료선정, 공차설계, 

원가계산 등의 복합적인 교육효과도 얻도록 과제를 구

성한다.

181056 프레스금형개발 (Press die making)

프레스 금형의 설계기법을 터득한 학생이 이론적인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프레스제품을 

설계하고 이 제품을 성형할수 있는 프레스 금형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가공하여 조립한후에 성형된 제품의 품

질과 특성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될때는 이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1학기에 수행

한다. 3-4명의 팀단위로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

로 기계(금형)제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제품설계, 

CAD, CAM, 금형공작법 등의교과내용을 복습하면서 

직접 간단한 금형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프레스금형에 대한 실무기술을 높일수 있고, 또한 불

량품 해결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도 동시에 배양

할수 있는 기회가된다.

181057 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생산관리란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

이나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적질

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기에 적량을 적가에 효율적으

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

획, 통제,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과목의 목표

는 기업의 생산관리 문제를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생산관리의 용어와 개념 이해를 통해 관련 분

야 실무자와 의사 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1058 생산자동화 (Production Automation)

생산 자동화의 기초 개념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

는 요소 기술을 다룬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요

소 기술로 sensor, actuator, feeder, robot, 유

공압, PLC 등을 배운다.

181059  로봇시스템디자인 
 (Robot System Design)

로봇시스템은 CPU부, 모터구동부, 센서부, 기구부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제어시스템으로 기계 및 전

자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로 흥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응용분야이다. 부품과 기판을 지급하여 

단계별로 로봇을 제작하고 부분별 프로그램을 학습하

여 구동하는 등 제작과 실험 위주로 운영하며, 로봇경

연대회에 참가하여 안목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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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60  디지털제어구현 
 (Realization of Digital Control)

DC motor의 위치제어시스템과 inverted 

pendulumn의 안정화제어시스템의 디지탈제

어장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

여 modelling/PID/Root Locus/Frequency 

Response/StateSpace/Digital Control

에 관한 이론적 전개를 다룬다. 아울러 DSP 

TMS320LF2407A의 사용법및 real-time 

programming 기법등을 공부하여 이를 토대로 DC 

motor의 위치제어시스템과 inverted pendulumn

의 안정화제어시스템의 디지탈제어장치를 실제 구현하

여 동작시켜본다.

181061  비주얼프로그래밍 
 (Visual Programming)

비주얼 툴을 이용하여 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를 포

함하는 윈도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개발환경으로는 Visual C++ 혹은 .NET 

C#을 사용하여 최신의 프로그램경향을 학습한다. 이

전에 배웠던 C, C++을 종합하여 공학 문제에 적용 가

능한 예제 프로그램 개발경험을 부여하여 실전 능력을 

함양한다.

181062 컴퓨터비젼 (Computer Vision)

광학시스템에 대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이미지프로

세싱 방식 및 적용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통하여 3차원 

측정(STEREO VISION), 패턴인식 및 인공지능기법

의 적용에 대해 공부한다.

181063  현장실습(1)(단기인턴십) 
 (Field Practice(1))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181064  Capstone Design(2) 
 (Capstone Design(2))

캡스톤 디자인교과목은 현장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관련교

과목을 종합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1) 하나

의 제품 혹은 관련된 부분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팀별로 수행하거나 (2)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수행한다. 캡스톤 디자인 (2)은 1년 과정의 최종부분

으로써 캡스톤 디자인 (1)에서 기획,제안된 연구과제

의 실현을 위한 단계이다.

181065  특수정밀가공 (Non-traditional &  
 Precision Machining Technology)

본교과목에서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고강도 재료 

가공 및 정밀 부품 제작을 위한 최신의 특수 정밀 가공

법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방전, 전해, 초음파, 레

이저 등 특수 에너지를 이용한 초정밀가공법 및 전자

빔, 플라즈마, 리소그래피 등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초미세 마이크로/나노 공정 등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토

대로 다양한 활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설계 능

력을 쌓는다.

181066  유공압공학 (Hydraulic & Pneumatic  
 Power Engineering)

유공압장치의 개요와 유압작동유의 성질, 유체 유동

의 기본법칙과 유압기기의 특성 분석, 유압밸브, 유압

펌프, 액츄에이터 및 기타 유압 장치의 부속들에 대한 

원리와 분석, 기타 기본 유압회로, 논리대수, 시이퀸

스 제어 및 전기 응용에 관한 개념과 응용을 다룬다.

181067  마이크로시스템공정(2) 
 (Microsystems technology(2))

본 과목에서는 마이크로시스템공정(1)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세부공정에 대한 심화 학습 및 공

정실습을 진행한다. 마이크로시스템 소자의 설계 및 

노광, 증착, 에칭 등의 세부공정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마이크로시스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 및 

응용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1068  정밀기계설계 
 (Precision Machine Design)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 정밀 공학의 집중적인 발전에 

의해 더욱 가속되고 있는 정밀 산업의 기계 시스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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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정밀도를 위한 설계 원리, 메

커니즘, 구동기, 센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외에도 

재료 선정 및 오차해석 및 보상에 대해서 공부한다.

181069 나노공학 (Nanotechnology)

나노공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다루며, 나노공학의 

역사, 기술범위 및 발전 방향, 미래에 대해 이해한다. 

각 나노공학 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나노공정 및 배

경 지식에 대해 학습한다.

181070 음향공학 (Engineering Acoustics)

진동과 음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공학적

으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음의 물리적 성

질, 그 예측 및 측정방법, 듣기 좋은 음을 만드는 방법

과 듣기 싫은 소리를 억제하는 방법, 그 응용 사례 등

에 대해 학습한다. 음향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계

측장비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실습한다.

181071 에너지시스템 (Energy System)

에너지의 효율적인 응용을 위해 관련된 열유체 분

야 기본 지식(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을 정리하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대

해 공부한다. 기존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power 

plant의 이해와 관련 요소(터빈, 펌프, 압축기, 팬, 

보일러, 증발기 및 열교환기 등)에 대해 배우고, 에너

지 시스템의 가장 실용적인 분야인 공기조화 및 냉동 

시스템을 학습한다. 

181072  고분자미세성형 
 (Polymer micro- processing)

고분자재료를 활용하여 미세한 패턴이 있는 광학부

품이나 의료용 미세 부품 등이 이미 광범위하게 양산되

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재료,성형방

법, 응용, 전망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특히,마이크로 

사출, 나노-임프린팅, 핫-엠보싱 등의 공정을 중점적

으로 다룬다.

181073  다이캐스트금형설계 
 (Die Casting Die Design)

플라스틱 금형과 프레스 금형 다음으로 정밀부품의 

성형으로 많이 쓰이는 금형이 다이캐스트금형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Al 및 Zn 등 저용융 비철계 합금의 몰드 

주조를 위한 기초와 금형설계의 이론과 기법을 학습한

다. 또한 다이케스트 성형에 CAE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181074 금형신기술 (New Technology)

최근에 금형기술에 관한 신기술분야를 소개하고세미

나를 통하여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응용분야를 집

중연구 토의한다.

181075 지능로봇 (Intelligent Robot)

지능로봇 구현을 위한 학습제어, 뉴럴제어, 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로봇비젼에 의한 3차

원 위치선정, 물체인식, 자기위치인식에 대한 기초

기술을 교육한다. 자율로봇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Mapping등 첨단로봇관련 기술을 학습한다.

181076 레이저응용 (Applications of Lasers)

현대산업기술의 획기적 발전전기를 마련한 레이저 

발생장치의 기초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다루고, 향후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의 활용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갖게 한다. 레이저의 발생 원리와 성질에 대하여 공부

하고, 이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인 의료/과학/측

정/가전/사무기기/산업/국방 등의 응용사례를 통하여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81077  현장실습(2)(단기인턴십) 
 (Field Practice(2))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181081  산학세미나(1) 
 (Industry-education seminar(1))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의 현황과 첨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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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이끌어갈 대학 연구의 방향을 인지하는것은 창

의적인 엔지니어의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본 교과

목에서는 다양한 산업체 전문가들의 글로벌 기술과 기

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에서 진행되는 첨단 연구들을 세

미나로 엮어,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산업의 현장감

각과 첨단 연구 분야의 미래 혁신 감각을 함양시킨다.

181082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1083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1084  제품및기구설계 (Product and  
 Mechanism Design)

제품설계(기구설계)는 제품개발 과정에서 제품의 품

질과 개발 비용을 가장 비중있게 결정하는 중요한 일련

의 기술적 작업이다. 본 교과목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의 내·외부를 기

능, 구조, 제조, 조립, 비용 등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따라서 재료, 부품 제

조공정, 사출성형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

차원 설계툴을 이용하여 조립성, 금형성, 기능성, 디

자인을 고려한 설계 기법들을 익히게 된다. 간단한 플

라스틱 단품의 설계에서부터 6~7개의 부품으로 이루

어진 조립품의 설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3차원 설계툴의 개별 사용법에 대한 교

육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학습자가 1개 이상의 

툴을 비교적 능숙하게 사용함을 전제로 진행한다. 

181085  산학세미나(2) 
 (Industry-education seminar(2))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의 현황과 첨단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 연구의 방향을 인지하는것은 창

의적인 엔지니어의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본 교과

목에서는 다양한 산업체 전문가들의 글로벌 기술과 기

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에서 진행되는 첨단 연구들을 세

미나로 엮어,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산업의 현장감

각과 첨단 연구 분야의 미래 혁신 감각을 함양시킨다.

181086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1087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1088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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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1089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1090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계설계시 접하게 되는 유체역학적 현상을 컴퓨터

를 이용한 수치적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본 강의에서는 유체역학 및 열전달

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또한 열유체현상이 재료역

학과 융합된 문제에 대해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상용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실

습하고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81091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1092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 (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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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기계·자동차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선택 100796 봉사활동(1) 1 0 0 인증선택 전문교양

소                   계 19 17 4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전공필수 161004 정역학 3 3 0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82001 창의적공학설계기초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소                   계 19 19 4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61005 재료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61006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82002 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82003 컴퓨터언어(1) 3 2 2 복수(부)전공 기계Y자차N MSC

전공선택 182004 CAD 3 2 2 복수(부)전공 기계Y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05 컴퓨터언어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Y MSC

전공선택 182006 자동차구조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07 기초전기전자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26 21 1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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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61007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82009 유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82010 동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82011 기계공작법 3 3 0 복수(부)전공 기계Y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12 컴퓨터언어(2) 3 2 2 복수(부)전공 기계Y자차N MSC

전공선택 182013 기계공학기초실험 3 2 2 복수(부)전공 기계Y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14 컴퓨터언어응용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Y MSC

전공선택 182015 기초실습 2 0 4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Y 전공

전공선택 182016 자동차제도 2 1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소                   계 26 22 10

3

1

전공필수 161009 수치해석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61010 공업광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17 기계설계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18 재료거동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19 기계진동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20 CAM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21 환경에너지공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22 유체역학응용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23 지능계측공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24 자동차공학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25 친환경내연기관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26 자동차CAD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27 자동차요소설계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28 차량계측공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29 차량진동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30 자동차기계공작법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소                   계 47 39 16

2

전공선택 182032 기구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33 공작기계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34 열유동계측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35 기계재료 및 실험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36 내연기관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37 열전달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38 소음공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39 전산열유체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40 전산구조해석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42 자동차재료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43 마이크로프로세서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44 동력전달계설계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45 기관설계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46 제어공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47 자동차공학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48 차량열전달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49 차량부품구조해석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74 캡스톤디자인입문 3 2 2 기계Y자차N 전공 3

전공선택 182076 마이크로/나노공학 개론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998 타대학이수과목(1) 3 3 0

소                   계 59 46 26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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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4

1

전공필수 182050 Capstone Design(1) 3 2 2 인증필수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82041 비파괴평가공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51 열시스템공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52 냉동공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53 터보유체기계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55 용접공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56 자동제어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1

전공선택 182057 철도차량공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58 차량모터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59 자동차기술과경영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60 자동차공기역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2

전공선택 182061 유공압제어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62 자동차섀시설계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1

전공선택 182077 코업(1) 6 0 0

전공선택 182078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57 33 12

2

교양선택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학문기초 기계S자차N MSC

전공필수 182063 Capstone Design(2) 3 2 2 인증필수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82064 현장실습 3 0 0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65 생산관리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66 공기조화 3 3 0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67 자동차공학 3 2 2 복수(부)전공 기계S자차N 전공

전공선택 182070 자동차연소공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71 연료전지자동차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72 자동차전자제어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73 윤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기계N자차S 전공

전공선택 182079 코업(2) 6 0 0

전공선택 182080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48 25 4

합                   계 301 22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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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61004 정역학 (Statics)

정역학은 정지해 있는 강체에 힘의 작용을 가해 여러 

가지 변형 및 파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역학

을 이해함으로 기계의 여러 가지 운동에 따라 변화되는 

힘의 균형상태를 파악토록 하며 동역학 및 재료역학의 

과목을 이수함에 기초가 되도록 한다.

161005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외력에 의한 굽힘 모우멘트 등에 대한 물체의 변형과 

응력의 발생 분포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공학적 모델을 응용연습하여 기계설계의 기초

를 기른다.

161006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여러 가지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및 이들이 

가지는 수리 물리학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라플라스 

변환의 전기공학 관련분야의 적용에 대해 공부한다.

161007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기본적인 복소함수의 성질과 복소 미적분을 공부

한다.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를 이해하고, Taylor, 

Fourier Series 와 Transform 등의 전기공학 관련

분야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161009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공학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학적 문제를 컴퓨터를이

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개념 및 기법에 대해 공부한다. 

즉,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방정식을 컴

퓨터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수치해석을 다룬다. 비

선형방정식의 해, 선형방정식의 시스템, 보간법, 수치

적분 및 미분법 등에 기본적인 개념을 배운다. 특히 소

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도 실습과 과제를 통해 해결한다.

161010 공업광학 (Optics For Engineering)

본교과목은 광학을 기계공학자의 입장에서 다루어 

광학의 지식을 공학의 문제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

다. 본 광공학은 크게 기하광학 및 물리광학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세부 주제로는 빛의 성질, 전파, 간섭, 회절 

등이 있다.

182001  창의적공학설계기초 
 (Engineering  Design Process)

1학년 기초과목을 바탕으로 하여 공학적 설계의 기

초를 배운다. 공학적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예비 단계

로서의 아이디어 도출 과정, 특허검색, 시장 조사를 하

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정의, 실

현가능성, 설계 및 도면화 방법, 제품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 검토 등을 익힌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및 피이드

백 함으로써 설계의 기초 지식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 

업무의 효율적 분담, 협력적 활동 등을 배우게 된다. 

182002 열역학 (Thermodynamics)

이상기체의 취급과 열과 일의 사이클론에 대하여 열

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이상기체, 비열, 내부에너

지, 엔탈피, 열역학적 사이클, 증기사이클, 기체의 흐

름 등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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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3  컴퓨터언어(1) 
 (Computer Language(1))

기계공학 응용에 사용되는 컴퓨터언어 중 포트란 언

어에 대한 문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182004 CAD (Computer Aided Design)

기계도면을 해독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CAD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컴

퓨터를 이용한 설계 프로그램은 수정 및 보완이 자유

롭고 설계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설계

의 기초를 이룬다. 또한 본격적인 3D 설계를 하기위

해 2D를 기본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기법 및 내용을 다

룬다. 상용 3차원 모델러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본

적인 솔리드 모델링 기능, Assembly 모델링 및 도면

생성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실습한다. 실제적인 예제

의 모델링 연습을 통해 습득한 기능을 적용하고 향후 

CAM 및 CAE와의 연계를 위한 기능도 학습한다.

182005  컴퓨터언어 
 (Computer Programming)

공학분야의 계산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컴퓨터 언어

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응용하여 공학문제의 기초적인 프

로그래밍 능력을 기른다.

182006  자동차구조 (Introduction to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의 기본 구조 및 작동원리를 배우며, 최근 자

동차의 고기능 및 첨단화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한다.

182007  기초전기전자공학 (Basic Electrical &  
 Electronical Engineering)

자동차의 전기요소 및 전자적인 구성요소의 작동원

리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전자공학의 기본개념 및 그 응

용과 전기전자기기의 구성, 동작원리, 기초회로 등을 

이해함으로써 자동차산업분야의 공학도에게 필요한 적

정수준의 지식을 익힌다.

182009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의 정의, 유체정역학, 검사체적해석법에 의한 

유동해석, 유체유동에 관한 미분적 해석법, 점성유동, 

난류유동, 운동량정리와 베르누이정리의 응용, 차원해

석과 상사법칙, 포텐셜유동, 내부유동 등에 관한 이론

적 해석을 다루며, 유체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유체역학의 응용과 목인 공기

역학, 첨단유동실험법, 전산열유체, 터보유체기계, 열

전달 등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182010 동역학 (Dynamics)

본 과정은 Newton역학에 기초하여 질점이나 강체

로 이상화된 물체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운동을 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표가 있다.이를 위

해 위치, 속도, 가속도, 각속도, 각가속도 등과 같은 

운동의 기본개념들과 질량 및 관성 모멘트의 개념들을 

습득하고 이들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이들 상

호간의 관계를 유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자유물

체도 작성에 의한 운동방정식 유도방법과 일,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등의 개념 및 사용방법을 습득한다. 

182011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es)

목형, 주형제작 및 단조, 열처리, 압연, 인발가공 

등의 소송가공과 용접에 대한 기본 이론의 지식을 습득

케 하며, 측정 기술, 범용공작기계의 절삭가공, 절삭

이론 등 기계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케 한다.

182012  컴퓨터언어(2) 
 (Computer Language(2))

기계공학의 모든 역학적 계산과 실제 방법은 복잡한 

이론과 식을 가지고 있다. 눈부신 컴퓨터의 발전과 보

급을 통하여 누구나 컴퓨터를 접할 수 있다. 어려운 수

치계산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단계의 과정을 손쉽게 해결해 준다. 또한 

컴퓨터 고급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고

리즘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력이 배양된다. 이러한 컴

퓨터 고급언어 강좌를 통해서 창의적사고방식,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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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복잡한 수치해석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고

급 Engineer의 길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82013  기계공학기초실험 (Mechanical  
 Engineering Experiment)

기계공학 전반에 걸쳐 기계적 특성과 장치의 운동 메

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고자 기초 이론에 입각한 특성 분석, 그리고 장치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최신설비를 이용한 실험 실습을 통

하여 평가하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182014  컴퓨터언어응용 (Computer  
 Programming Application)

본 과목에서는 이전학기에서 다루었던 C언어 이용하

여 이의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학 문제의 해결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C언어에 대해 이해를 보다 확실히 하고 실무에 적

용 가능한 적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82015  기초실습 
 (Elementary Shop  Practice)

자동차의 기본구조를 익히기 위하여 엔진 및 동력전

달계, 새시 및 전기장치등에 대한 분해조립실습을 수

행하며, 자동차 부품의 설계 및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한다.

182016 자동차제도 (Automotive Drawing)

자동차 제작에 앞서 부품의 형상, 재질, 치수, 공차 

등을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자동

차의 설계를 위하여 규정에 의한 정확한 선택과 표기를 

위하여 제도를 한다. 이에 따르는 투상법 및 제도 이론

과 실기를 충분히 하여 도면 해독의 기초 지식을 배양

토록 한다.

182017 기계설계 (Mechanical Design)

본 과목은 기계공학 전공생들이 공학 기초지식을 활

용하여 기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것

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일반 기계요

소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설계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을 쌓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기계설계에 응

용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배양하도록 할 것이다. 

182018  재료거동학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기계 부품 및 각종 구조물이 하중을 받는 경우 발생

하는 변형, 변형률, 응력에 관한 이론들과 실제적인 재

료의 거동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특히 재료의 

미시적 구조와 결함에 대하여 다루게 되고 소성 변형

과재료 강도 그리고 파괴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익혀서 실제적인 구조물에 적용하게 된다.

182019 기계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

동역학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기계요

소와 부품 또는 운동기계를 대상으로 진동형태별 운동

방정식 수립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운동방정식으로부

터 대상 진동계의 고유진동수와 mode shape을 구하

고, 이를 통하여 진동의 물리적 현상과 방진원리에 대

하여 학습한다. 이상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는 동적흡진기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고, 진동측정 및 

분석기기의 사용법을 학습한다.

182020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응용생산 분야에 중점을 두어 부품의 형상/곡

면 모델링을 위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CNC 가

공 제작하기 위한 수동 NC 프로그래밍 및 CAM S/W

를 이용한 자동 NC 코드 생성방법을 익힌다. 실습과

정으로 Pro/E 와 Vericut S/W를 이용한 형상/곡면 

모델링, 공구경로 생성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182021 환경에너지공학 (Energy Engineering)

본 교과목을 통해 열역학적 기본 이론, 랜킨 사이클, 

증기 발전기의 구성요소, 연소 특성, 가스 터빈, 복합

사이클의 기본 이론 및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보일러 



-  91  -

열정산 효율, 분젠버너를 이용한 화염가시화 등을 통

하여 연소 효율 및 특성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82022  유체역학응용 
 (Applied Fluid Mechanics)

운동량 적분방정식, 포텐셜 유동, 유동함수, 경계

층, 유동 박리, 압축성 유동, 충격파, 등엔트로피 유

동, 분자모델, 탄성충돌, 볼쯔만 방정식, 마이크로 유

동 등의 기초지식을 이해하여 포텐셜 유동의 이론적 해

석 및 경계층 유동의 지배방정식과 유동현상과 압축성 

유동의 특성 및 유체기계의 기초를 학습하여 유체역학 

적용 능력을 습득한다.

182023  지능계측공학 (Intelligence  
 Measurement Engineering)

기계계측시스템의 기본 개념, 신호의 정특성과 동특

성, 계측시스템의 거동, 확률과 통계, 불확도 분석,아

날로그 전기장비와 계측, 신호추출, 디지털장치와 데

이터 획 득, 지능계측시스템 구축과 응용 ,MATLAB, 

Labview 등 공학용 Software 응용.

182024  자동차공학실험(1) (Automotive  
 Engineering Lab.(1))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장치의 자동원리에 대

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자동차 제반 장치의 점검 및 고

장진단에 관한 내용을 최신설비를 이용한 실험 실습을 

통하여 평가하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182025  친환경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본 과목은 수강학생들에게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을 

위해 필요로하는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인 엔진의 작동

원리 및 문제점 그리고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

한 내용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1. 자동차엔진의 구조 

및 작동원리 2. 엔진의 성능예측을 위한 이론 사이클

시뮬레이션 3. 엔진 실린더 내부에서의 연소원리 4. 

연료의 연소를 통한 유해배기가스의 생성원리 및 제거 5. 

엔진의 작동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열손실의 원인 6. 

차세대 엔진의 연구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강의, 프로

젝트 그리고 실물견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

행된다. 본 과목의 수강을 통해 자동차산업분야의 엔

지니어가 갖추어야할 동력발생장치와 관련된 기초지식

의 함양하는데 본 전공과목의 목적이 있다.

182026  자동차CAD (Automotive Computer  
 Aided Design)

자동차 구성요소의 설계제도와 함께, 부품과 장치의 

스케치에 대한 CAD 실습을 통해 각종 구성 요소의 형

상을 나타내고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한다.

182027  자동차요소설계 (Design of  
 Automotive Element)

차량의 기계요소에 작용하는 응력상태, 형상, 재료 

및 제작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축계 기계요소, 운

동조정 기계요소 및 전동기계요소, 체결용 기계요소, 

응용기계설계에 대하여 설계능력을 기른다.

182028  차량계측공학 (Automotive  
 Measurement Engineering)

여러 가지 전자적 혹은 물리적 실험계측장치의 이론 

및 그 운용 기술을 터득하여 올바른 공업계측 기술을 

높이고 또한 장치들을 제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82029 차량진동학 (Automotive Vibration)

기구학과 동역학적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기계의 기

본요소와 간단한 1자유도계 시스템의 주기운동을 해석

하고 이를 강제진동과 감쇄진동으로 확장하여 응답을 

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며, 나아가 2자유도계 이상의 

다자유도계 기계시스템의 진동현상을 역학적으로 모델

링하고 해석함으로서 기계 및 자동차의 시스템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82030  자동차기계공작법 (Automotive  
 Manufacturing Processes)

목형, 주형제작 및 단조, 열처리, 압연, 인발가공 

등의 소송가공과 용접에 대한 기본 이론의 지식을 습득

케 하며, 측정 기술, 범용공작기계의 절삭가공, 절삭

이론 등 기계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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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32 기구학 (Kinematics)

운동학 및 운동역학적 관점에서 기계시스템에 힘 또

는 운동을 입력 시 그 거동을 해석하고 또한 요구조건

에 부합하는 기계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182033 공작기계 (Machine Tool)

본 과목을 통해 CAD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가공의 

특성과 이를 지원하게 되는 각종 공작기계의 종류, 구

조, 설계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공

작기계를 활용,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또

한 실습을 통해 공작기계의 작동원리 및 운전방법을 체

득하게 한다.

182034  열유동계측 (Heat and Flow  
 Measurements)

유체 유동장에서 속도, 압력, 온도에 계측의 원리와 

기법을 학습한다. 레이저를 이용한 첨단 유동실험기법

으로 입자영상유속계(PIV)를 이해한다.

182035  기계재료 및 실험 (Mechanical  
 Engineering Materials)

Stress 및 strain의 개념을 이해하고, normal 

stress 및 shear stress를 배우고, 각도에 따른 

normal stress 및 shear stress의 변화를 이해한

다. 자유물체도를 통하여 원하는 단면과 외부영역의 

반력 및 stress를 계산하며, 재료의 물성치에 따른 거

동을 파악한다. 비틀림 및 굽힘에 있어, stress 및 

strain를 계산하며, 탄성에너지, 좌굴에 대하여 배운다.

182036  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미래형 자동차, 선박, 항공기, 농기구 등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원동기로서의 정의, 분류, 구조와 열역학

적인 해석과 성능, 연료, 가솔린 기관, 미래형 기관 등

의 지식을 습득케 한다.

182037 열전달 (Heat Transfer)

두 물체사이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의 이

동에 대한 전열 지배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전열현상 및 이에 따른 손실열량 등 제반 문제들을 이

론적으로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82038 소음공학 (Noise Engineering)

동역학 또는 기계진동학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파동방정식을 포함한 음향물리의 기본사항과 

음원종류에 따른 파동현상을 숙지한다. 또한 소음원별 

주파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음향재료인차음재와 

흡음재의 흡차음원리와 방법 및 실내음향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소음기의 소음

저감 원리, 소음기 종류와 저감특성에 대하여 학습한 

후에 소음기 설계과제의 수행과 함께, 소음측정 및 분

석기기의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182039  전산열유체 (Computer Applied Heat  
 and Fluid Mechanics)

열유체해석 강좌에서는 유체역학 및 공업수학의 예

비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체역학 및 열전달 문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

한다. 강좌의 3/4정도는 전산열유체의 예비지식을 배

우고 활용 예들을 소개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개발코드

와 상용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석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182040  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Analysis of Structure)

컴퓨터를 사용한 구조해석은 기계공학의 중요한 분

야로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본 교과

목에서 구조해석의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적인 응용을 

학습하게 된다. 고체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유한 요소

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을 다루게 되며 구조해석에 사

용되는 요소들의 특성을 학습하며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컴퓨터를 사용한 정적/동적 구조물 해석의 이론

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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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41  비파괴평가공학 
 (Non-Destructive Test)

비파괴평가의 기본 개념, 결함검출확률(POD), 결

함특성과 NDE, 음향방출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방사

선투과시험, 자기탐상시험, 와류탐상시험, 누설탐상

시험과 기타 첨단 NDE 기법 등의 원리와 적용 예를 첨

단 계측 장비를 활용한 실험ㆍ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182042 자동차재료 (Automotive Materials)

공업재료의 범위와 용법, 성질, 성분을 설명하고 강

에 적용하는 열처리의 기본원리를 설명한다. 즉, 재료

의 기초특성, 화학결합, 고체의 원자규칙, 고체속에서

의 원자의 이동, 상 평형도, 열처리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182043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나아가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의 이론과 개념을 파악하고 이들 상호관계를 

이해하며 마이크로컴퓨터에서 다룰 CPU와 주변장치

간의 인터페이스설계에 도움을 주며 이를 응용하여 임

의의 제어회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발전

되어 가는 산업사회의 자동화 제어시스템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182044  동력전달계설계 
 (Design of Powertrain System)

자동차공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설계지식을 바탕으로 

동력전달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구성품에 대한 성능을 

이해하고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능력 함양에 

기여하도록 한다.

182045  기관설계 (Desig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본 과목은 내연기관과목의 응용과목으로 차량의 동

력장치인 엔진의개발기법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수강

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엔진 핵심부품의 이

론 설계 및 부품의 성능평가 능력을 함양하는데 과목의 

목적을 두고있다. 강의의 진행은; 이론강의를 기본으

로 엔진 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된다. 1. 개발차량의 동력장치 

설계 이론소개 및 프로젝트 2. 개발 엔진의 성능예측

을 위한 엔진 사이클 시뮬레이션 3. 개발엔진의 핵심

부품 설계 및 개발부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4. 완성된 개발엔진의 종합성능평가를 위한 엔진성능

평가실험

182046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자동제어에서는 시스템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기법을 공부한다. 

또한, 시스템 제어를 위한 기본 이론과 관련 컴퓨터 프

로그램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182047  자동차공학실험(2) (Automotive  
 Engineering Lab.(2))

자동차의 이론강의를 기초로 내연기관의 성능 측정, 

효율향상, 공해 문제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아울러 동

력전달장치 및 현가장치의 동적 특성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승차감 향상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동차 

설계의 기본계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82048  차량열전달 
 (Automotive Heat Transfer)

두 물체사이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의 이

동에 대한 전열 지배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전열현상 및 이에 따른 손실열량 등 제반 문제들을 이

론적으로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82049  차량부품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of Vehicle Components)

재료역학의 이론을 자동차의 주요 부품들의 응력, 

변형률, 강성도 등을 해석한다. 이를 위하여 부품형상

을 3D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상용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석하여 

피로내구성을 평가한다. 또한, 피로파괴 및 등가응력

의 개념 등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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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50  Capstone Design(1) 
 (Capstone Design(1))

학생들은 설계공정, 독창성, 문제해결능력 등 지금 

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설계 문제에서 창의성

을 발휘해 생산기술에 접목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다. 본 교과에서는 창의적공학설계기초, 공학설계입

문, 응용공학설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시제품을 실제로 설계/제작함

으로써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담담하게 될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1학기에 생산시스템의 

설계기술을 습득하고 2학기에 개설되는 해당 교과에 

연결되도록 한다.

182051  열시스템공학 (Thermal Fluid System  
 Engineering)

열 시스템은 열교환기, 가스터빈, 항공기, 그리고 

발전소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시

스템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는 기본 경제

이론과 열전달 특성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시

스템 설계의 기본 이론과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열시스

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모델링하고 최적화하여, 

최적조건에서 실제 시스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

스템 설꼐 지식을 습득한다. 

182052 냉동공학 (Refrigeration)

냉동에 관련되는 일반 장비에 대한 개요, 원리, 관

련 부하 산정과 더불어 현장 실무 기술을 겸한 용이한 

강의로써 이들 장치에 대한 응용 설계 및 기술 습득에 

최우선 학습목표를 선정함. 아울러 상기내용에 관련된 

실무 문제를 요점 정리에 의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함께 

학원식 강의처럼 직접 풀이 해설함으로 써 공조냉동기

계기사, 건축설비기사 뿐만 아니라 관련 공기조화냉동

기계,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취득에 일대 혁신적인 도

움을 주고자 함.

182053 터보유체기계 (Turbo Fluid Machinery)

유체기계의 정의, 유체기계의 기초이론, 유체와 에

너지, 터보기계의 기초이론, 원심펌프, 축류펌프, 사

류펌프와 특수펌프, 펌프의 제현상, 수차와 수력발전,

수차의 구조와 성능, 풍차, 송풍기와 압축기, 가스터

빈과 스팀터빈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다루며, 유체

기계관련 설계능력과 현장적응 능력을 습득한다.

182055 용접공학 (Welding Engineering)

모든 산업에서 응용되는 일반 용접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용접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기계제작의 현장

적응능력을 키우고 이과목을 이수하면 용접기사나 용

접기술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182056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자동제어에서는 시스템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기법을 공부한다. 

또한, 시스템 제어를 위한 기본 이론과 관련 컴퓨터 프

로그램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182057  철도차량공학 
 (Railway Vehicle Engineering)

무인자동차 등을 비롯한 특수용도의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82058  차량모터시스템  
 (Automotive Motor system)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하이

브리드차, 연료전지차,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공해 자동차의 

핵심 구동원은 전기모터로써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전

기모터는 중요한 구동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본 강

좌에서는 DC/AC 모터의 구조, 전기적 특성, 모델링 

등을 살펴보고 자동제어에 기반한 각종 제어기 설계법

에 대해 강의한다. 전기모터의 응용으로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모터제어시스템을 공부하고 다양한 설계방법

을 알아본다.  



-  95  -

182059  자동차기술과경영 (Automotive  
 Technologies and Management)

자동차기술은 비용(cost)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경영에 가

장 중요한 분야이다. 자동차기술의 개략적인 지식, 중

요한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에 관한 기초

적인 공부를 한다.

182060  자동차공기역학 (Aerodynamic  
 Design of Automobiles)

본 과목은 유체역학의 응용과목으로 차량의 외형

설계를 통한 연비향상, 주행안정성, 공기역학적 소

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습득을 목표로 교육

을 진행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의 공기역학적 최

적화 설계를 위해 수치 해석적 접근방법(Numerical 

Simulation)과 실험적 접근방법인 풍동실험(Wind 

Tunnel Testing)의 과정을 거쳐 차량의 최종 형상을 

결정하게 된다. 

본 과목의 수강을 통해 수강자들은 자동차의 공기역

학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되며, 본 과정을 통해 산

업현장에서 차량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CFD 시뮬레이

션기법과 모델제작 및 풍동실험을 통한 차량의 공기역

학성능 실험기법의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본 과

목은 설계과목으로 이론강의를 기본으로,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과목이 진행된다. 

182061  유공압제어 (Hydraulic and  
 Pneumatic Control)

공압의 동력과 회로구성에 대한 기능 및 특성을 공부

하고 또 각 구성 부품의 기능 및 작동원리를 파악하여 

응용회로와 제어에 대한 활용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182062  자동차섀시설계  
 (Automotive Chassis Design)

자동차의 기본 형체를 유지하는 섀시의 구조와 전공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각 부분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최

적위치와 강도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섀시의 설계에 대

하여 배운다.

182063  Capstone Design(2)  
 (Capstone Design(2))

학생들은 설계공정, 독창성, 문제해결능력 등 지금

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설계 문제에서 창의성

을 발휘해 생산기술에 접목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다. 본 교과에서는 창의적공학설계기초, 공학설계입

문, 응용공학설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시제품을 실제로 설계/제작함

으로써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담담하게 될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1학기 설계안을 바탕으

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표한다.

182064 현장실습 (Field Practice)

기계공학의 기초역학 및 응용과목을 이수한 자를 대

상으로 산업체 현장 혹은 연구소 등에서 일정기간 실습

하며, 산학엽동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적응능력과 기계

공학 이론의 현장응용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18206 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에너지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의 광범위

한 조사, 분석기법 및 최근 운영관리 기술의 개발동향

을 소개하며 미래의 경영관리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할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공한다. 일정계획, 

총괄계획, 재고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제품관

리, 공정설계, 입지 및 물류, 생산능력계획, 및 생산성 

관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간단한 예를 통해 실제 적용

방법을 설명한다.

182066 공기조화 (Air Conditioning)

공기조화에 관련되는 일반 장비에 대한 개요, 원리, 

관련 부하 산정과 더불어 현장 실무 기술을 겸한 용이

한 강의로써 이들 장치에 대한 응용 설계 및 기술 습득

에 최우선 학습목표를 선정함. 아울러 상기내용에 관

련된 실무 문제를 요점 정리에 의한 해박한 전문 지식

과 함께 학원식 강의처럼 직접 풀이 해설함으로써 공조

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뿐만 아니라 관련 공기조

화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취득에 일대 혁신적

인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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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67 자동차공학 (Automotive Technology)

미래형 첨단 자동차를 구성하기 위한 제반장치의 작

동원리에 대한 미래 기술을 소개하고, 자동차의 동력 

성능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동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급속히 발전하는 자동

차 기술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개발 중

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신기술 동향을 강의하

고, 졸업 후 취업을 하였을 때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엔진과 차량의 개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182070  자동차연소공학 (Combustion in  
 Automotive Engine)

연소에 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엔진내 연소현상을 공부한다. 먼저 연소의 열

역학, 화학반응속도론을 공부하고 지배방정식을 이용

하여 확산화염 및 예혼합화염의 특성 등 연소의 기초 

이론을 공부한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 엔진 내 연소현

상, 즉 전기점화기관 및 압축 착화기관 내의 연소특성

을 성능과 관련하여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엔진내 유

해 배출물 가스의 생성에 관하여 공부한다.

182071  연료전지자동차 (Fuel Cell Powered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 및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의 구조, 각 구성 요소들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하여 공

부한다. 또한 연료전지 자동차의 성능, 효율 등 다양한 

특징들을 기존의 자동차들과 비교, 고찰한다. 이와 같

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차량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공학적 관점에서 최적 선정하고 이를 실제 연

료전지 시스템 개념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182072  자동차전자제어시스템 (Automotive  
 Electronic Control System)

자동차에 응용되는 각종 전자제어시스템의 이해와 

작동원리 및 지식에 대한 탐구와 전자제어시스템을 응

용한 성능 향상법에 대하여 배운다.

182073 윤활공학 (Lubrication Engineering)

마찰에 대한 이해와 유체 및 재료공학을 바탕으로 회

전, 미끄럼 운동요소들의 특성과 이에 대한 윤활에 대

하여 공부한다.

182074  캡스톤디자인입문 (Introduction to  
 Capstone Design)

본 교과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Life-long-

learning의 기본이 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스

케치 및 시각적 추론능력,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 및 팀원들과의 조화능력 등의 설계기본소양을 

팀-기반 설계과제를 통하여 교육한다. 학기말에 구체

적인 설계안을 만들고 설계안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설

계 및 제작을 하고, 그 과정을 발표/토의/평가한다.

182076  마이크로/나노공학 개론 (Introduction  
 to Micro and Nano Technology)

축소기술은 현재 전자/재료/의료공학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최신 마이크로/나노스

케일 제작기법들을 배우고, 그 기법들로 새로운 디자

인을 도출해 정해진 응용분야에 적용시키는 얘를 배운다. 

182077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2078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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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2079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2080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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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학과 교과연계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설비열역학 영어 3

설비유체역학 설비재료역학

기계요소설계 설비전산열유체

환경에너지공학 유체기계

냉동설비 친환경건축

기계설비CAD 공조설비

영어 4

설비전산구조해석

열시스템설계

급배수위생설비

냉동설비

소방설비

설비자동제어

에너지

시스템설계 1

영어 5

설비계측공학

신재생에너지설비

설비시공및적산

공정및생산관리

기계시스템

진단공학

에너지

시스템설계 2

기업과경영 소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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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기계설비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선택 234051 설비열역학 3 3 0

전공선택 234052 설비유체역학 3 3 0

전공선택 234053 기계요소설계 3 3 0

전공선택 234105 환경에너지공학 3 3 0

전공선택 234301 난방설비 3 3 0

전공선택 234305 기계설비CAD 3 3 0

전공선택 234405 기업과경영 3 3 0

소                   계 21 21 0

2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전공선택 234054 설비재료역학 3 3 0

전공선택 234055 설비전산열유체 3 3 0

전공선택 234057 설비접합공학 3 3 0

전공선택 234104 유체기계 3 3 0

전공선택 234106 친환경건축 3 3 0

전공선택 234313 소음공학 3 3 0

전공선택 234414 설비전기전자개론 3 3 0

소                   계 23 23 0

4

1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필수 234401 에너지시스템설계(1) 3 2 2 졸업관련

전공선택 234059 설비전산구조해석 3 3 0

전공선택 234103 열시스템설계 3 3 0

전공선택 234302 급배수위생설비 3 3 0

전공선택 234303 냉동설비 3 3 0

전공선택 234309 소방설비 3 3 0

전공선택 234404 설비자동제어 3 3 0

소                   계 23 22 2

2

교양선택 200827 영어(5) 2 2 0

전공필수 234408 에너지시스템설계(2) 3 2 2 졸업관련

전공선택 234056 설비계측공학 3 3 0

전공선택 234058 신재생에너지설비 3 3 0

전공선택 234308 공조설비 3 3 0

전공선택 234409 설비시공및적산 3 3 0

전공선택 234410 공정및생산관리 3 3 0

전공선택 234412 기계시스템진단공학 3 3 0

소                   계 23 22 2

합                   계 70 8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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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34051  설비열역학  
 (Equipment Thermodynamics)

기계설비에 관계되는 일, 열과 에너지변환, 성질,법

칙, 사이클 등 공학에서 응용되는 모든 해석의 열역학 

개념 등을 다룬다.

234052  설비유체역학  
 (Equipment Fluid Mechanics)

유체의 정의, 유체정역학, 검사체적해석법에 의한 

유동해석, 유체유동에 관한 미분적 해석법, 점성유동, 

난류유동, 운동량정리와 베르누이정리의 응용,차원해

석과 상사법칙, 포텐셜유동, 내부유동 등에 관한 이론

적 해석을 다루며, 유체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도록 한다.

234053  기계요소설계  
 (Mechanical Element Design)

기계설비의 기계적 요소를 알아보고 기본이론의 체

득을 통하여 실제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34054  설비재료역학  
 (Equipment Material Mechanics)

기계설비에 관계되는 재료의 거동에 대한 기본원리

를 힘의 평형조건, 응력-변형률 관계, 기하학적 적합

성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익

히고 이를 실제적인 여러 가지 공학적 구조물과 기계요

소의 설계나 해석에 응용하게 한다.

234055  설비전산열유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전산열유체 강좌에서는 유체역학 및 공업수학의 예

비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체역학 및 열전달 문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

한다. 강좌의 3/4정도는 전산열유체의 예비지식을 배

우고 활용예 들을 소개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담당교수

가 개발한 코드와 상용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

제 문제를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34056  설비계측공학 (Equipment  
 Measurement Engineering)

기계계측시스템의 기본 개념, 신호의 정특성과 동

특성, 계측시스템의 거동, 확률과 통계, 불확도 분

석,아날로그 전기장비와 계측, 신호추출, 디지털장치

와 데이터 획 득, 지 능 계 측 시 스 템 구 축 과 응 용 

,MATLAB, Labview 등 공학용 Software 응용을 

다룬다.

234057  설비접합공학 (Equipment welding  
 engineering)

모든 산업에서 응용되는 접합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기계제작의 현장적응능력을 키우고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4058  신재생에너지설비  
 (New and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

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신에

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총11

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초인 복사, 열전달, 광전 

공학기초, 전지, 기계발전 등을 학습한다. 또한 건축

설비에 있어서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적용에 대해 학

습하여 기계설비분야의 응용설계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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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59  설비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Analysis of System Structures)

본 교과목은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구조해석의 이론 

및 응용과 실습을 다루게 된다. 주요 주제는 유한요소

법 이론, 요소특성, 오차평가, Shell & Beam 요소, 

비선형해석, 동적해석의 이론과 다양한 실습 등이고 

해석 모델의 구성과 실제적인 해석 프로그램을 경험하

여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4103  열시스템설계  
 (Heating System Design)

열역학, 열전달 등의 기본과목에서 습득한 기초이론

을 실제 공학시스템의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현장에

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시

한다. 모든 공학적 시스템 설계에 필수요소인 경제성 

분석방법과 최적설계 기법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부

하조건에서의 실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34104 유체기계 (Fluid Machinary)

유체의 정의, 유체정역학, 검사체적해석법에 의한 

유동해석, 유체유동에 관한 미분적 해석법, 점성유동, 

난류운동, 운동량정리와 내부유동 등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다루며, 유체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34105  환경에너지공학 (Environmental  
 Energy Technology)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환경 친화적 재생에

너지원별 시스템의 구성, 동작원리, 성능 및 제어기술

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234106  친환경건축  
 (Green Building Construction)

건축설비 시스템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

계획의 개념을 이해시켜 건축설비시스템 설계 및 시공

에 친환경 건축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4301 난방설비 (Heating Equipment)

건축물의 내/외기 조건에 따른 난방부하 계산, 열원 

기기의 구조 및 특성과 배관 계통에 의한 난방방식 등

을 이해시켜서 난방설비를 시스템별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34302  급배수위생설비  
 (Plumbing Sanitary Equipment)

급수설비, 온수공급 설비, 배수설비, 위생기구 설비

및 가스설비 등에 관한 관계 지식을 익혀서 합리적인 

설비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고, 기기 및 기구의 선정과 

배관의 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34303 냉동설비 (Refrigerating Equipment)

냉동의 기초 이론과 냉동기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냉

동 사이클을 해석하고, 기기의 구조 및 특성을 이해시

켜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방설비를 설계/시공할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34305  기계설비CAD  
 (Mechanical Equipment CAD)

CAD작업을 통하여 설비설계 도면 작성 방법을 습

득시키고, 각종 설비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하며, 관련 설비설계과정의 CAD 작업에 필

요한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

234308  공조설비  
 (Air Conditioning Equipment)

공기조화에 관련되는 일반 장비에 대한 개요, 원리, 

관련부하산정과 더불어 현장 실무 기술을 겸한 용이한 

강의로써 이들 장치에 대한 응용 설계 및 기술 습득에 

최우선 학습목표를 선정함. 아울러 상기내용에 관련된 

실무 문제를 요점정리에 의한 해박한 전문 지식과 함께 

학원식 강의처럼 직접 풀이 해설함으로써 공조냉동기

계기사, 건축설비기사 뿐만 아니라 관련 공기조화냉동

기계,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취득에 일대 혁신적인 도

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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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09 소방설비 (Fire-Fighting Equipment)

소방설비의 기본 작동원리 및 이론을 이해하고 소방

시설의 중요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소

화활동설비가 담당하는 방재와 안전의 기본적인 응용

지식을 파악하여 서비엔지니어로서 건축물 혹은 시설

물의 방재획 설계 및 시공과 운용에 응용할 지식을 함

양한다.

234313 소음공학 (Noise Engineering)

음파의 물리적 성질과 전파특성, 소음측정 및 분석

기기의 조작,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등을 숙지하여 작

업환경 소음에 대한 저소음화 설계능력과 소음저감 대

책수립 능력을 배양한다.

234401  에너지시스템설계(1)  
 (Energy System Design(1))

학생들은 설계공정, 독창성, 문제해결능력 등 지금

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기계시스템설계 문제에서창

의성을 발휘해 생산기술에 접목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본 교과에서는 창의적공학설계를 이수한 학생

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시

제품을 실제로 설계/제작함으로써 졸업 후 업현장에서 

담담하게 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1학기에 기계시스템의 설계기술을 습득하고 2학기에 

개설되는 해당 교과에 연결되도록 한다.

234404  설비자동제어  
 (Equipment Automatic Control)

각종 설비 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제어 장치의 기능

과 특성을 이해시킴으로서, 설비기기에 적절한 자동제

어 기기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에너지 절

약적인 설계 및 시공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34405  기업과경영  
 (Business and Management)

급변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유능한 기업가 및 기업구

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234408  에너지시스템설계(2)  
 (Energy System Design(2))

학생들은 설계공정, 독창성, 문제해결능력 등 지금

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기계시스템설계 문제에서창

의성을 발휘해 생산기술에 접목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본 교과에서는 창의적공학설계를 이수한 학생

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시

제품을 실제로 설계/제작함으로써 졸업 후 업현장에서 

담담하게 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1학기에 기계시스템의 설계기술을 습득하고 3학기에 

개설되는 해당 교과에 연결되도록 한다.

234409  설비시공및적산 (Equipment  
 Construction and Estimation)

설비공사의 제반관련업무, 건축공정에 따른 설비공

사, 공통공사, 배관공사, 공기조화 설비공사, 위생설

비공사, 마감공사의 시공방법을 익혀 공사현장에 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 시공에 따른 재료비 

산출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제 경비를 산출하는 적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4410  공정및생산관리 (Process and  
 Production Management)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의 광범위한 조

사, 분석기법 및 최근 운영관리 기술의 개발동향을 소

개하며 미래의 경영관리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공한다. 일정계획, 총괄

계획, 재고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제품관리, 

공정설계, 입지 및 물류, 생산능력계획, 및 생산성 관

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간단한 예를 통해 실제 적용방

법을 설명한다.

234412  기계시스템진단공학 (Mechanical  
 System Diagnosis Engineering)

기계시스템진단공학에서는 각종 기계시스템 또는 

설비를 실시간으로 안전 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기술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echnology)

에 활용되는 비파괴적인 진단 기법의 종류와 원리, 특

성을 이해하고,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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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다.

234414  설비전기전자개론 (Basic Electronics  
 for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s)

본 교육과정에서는 전기 및 전자회로를 이해,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 법칙 

및 기본 소자의 특성을 배우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기계설비 현장에서 다루게 되는 기본적인 전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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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철도차량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필수 239002 기계역학 3 3 0

전공필수 239003 철도차량공학 3 3 0

전공필수 239004 열유체공학 3 3 0

전공필수 239026 철도신호공학 3 3 0

전공선택 239007 철도프로그램(1) 3 0 6

전공선택 239027 기초전기전자 3 3 0

전공선택 239028 철도시스템엔지니어링 3 3 0

소                   계 21 18 6

2

전공필수 239009 철도시스템개론 3 3 0

전공필수 239029 철도차량역학 3 3 0

전공선택 239005 기계공작법 3 3 0

전공선택 239010 차량계측공학 3 3 0

전공선택 239013 윤활공학 3 3 0

전공선택 239014 철도프로그램(2) 3 0 6

전공선택 239030 선로공학 3 3 0

소                   계 21 18 6

4

1

교양필수 200713 영어(3) 2 2 0

전공필수 239015 도시철도시스템공학 3 3 0

전공선택 239012 기계요소설계 3 3 0

전공선택 239016 소음공학 3 3 0

전공선택 239018 철도RAMS 3 3 0

전공선택 239020 철도프로그램(3) 3 0 6

전공선택 239031 철도차량전기기계 3 3 0

소                   계 20 17 6

2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교양선택 200827 영어(5) 2 2 0

전공선택 239021 차량추진제어공학 3 3 0

전공선택 239022 차량구조설계 3 3 0

전공선택 239023 신뢰성공학 3 3 0

전공선택 239024 차량공기조화 3 3 0

전공선택 239025 철도프로그램(4) 4 0 8

소                   계 20 16 8

합                   계 82 6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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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공학과  (야간)

(The Department of Railway Vehicle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39002 기계역학 (Engineering Mechanics)

강재에 작용하는 힘의 합성과 분해, 중심과 도심의

해법 등 역학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 또한 외력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등에 대한

물체의 변형 및 응력의 발생분포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공학적 모델을 응용 연습하여 기계

설계의 기초를 기른다.

239003  철도차량공학  
 (Railway Vehicle Engineering)

철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분야와 관심분야를 

소개한다.

239004  열유체공학 (Thermo and Fluid  
 Engineering)

이상기체의 취급과 열과 일의 사이클론에 대하여 열

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이상기체, 비열, 내부에너

지, 엔탈피, 열역학적 사이클, 증기사이클, 기체의 흐

름 등에 대해 다루며 유체의 기본성질과 이상유체에대

한 정지 및 유동상태에서의 역학적 기본사항을 이해시

킨다.

239005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es)

기계제작에 필요한 주조 및 단조, 열처리, 압연, 인

발가공 등의 소송가공과 용접에 대한 기본 이론의 지

식을 습득케 하며, 측정 기술, 범용공작기계의 절삭가

공, 절삭이론 등 기계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

득케 한다.

239007  철도프로그램(1)  
 (Railway Training Program(1))

철도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계약학과협

약기관과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현장밀착형 연

구프로그램으로 철도 현장의 기술 수요를 만족하는 연

구주제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239009  철도시스템개론   
 (Railway System Engineering)

철도시스템의 성능은 차량과 기반시설물(시설/궤도/

전차선/신호/통신/역설비)와의 원활한 인터페이스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차량과 기반시설물과의상호작용, 

즉, 차량과 시설, 차량과 궤도, 차량과 신호, 차량과 

통신, 차량과 역설비 등과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문

제를 학습한다.

239010  차량계측공학 (Vehicle Measurement  
 Engineering)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자적 혹은 물리적 

계측장치의 이론 및 그 운용 기술을 터득하여 올바른 

공업계측 기술을 높이고 또한 장치들을 제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9012  기계요소설계  
 (Machine Element Design)

차량의 기계요소에 작용하는 응력상태, 형상, 재료

및 제작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축계 기계요소, 운

동조정 기계요소 및 전동기계요소, 체결용 기계요소, 

응용기계설계에 대하여 설계능력을 기른다.

239013 윤활공학 (Tribology)

마찰에 대한 이해와 유체 및 재료공학을 바탕으로회

전, 미끄럼 운동요소들의 특성과 이에 대한 윤활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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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부한다.

239014  철도프로그램(2) 
 (Railway Training  Program(2))

철도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계약학과협

약기관과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현장밀착형 연

구프로그램으로 철도 현장의 기술 수요를 만족하는 연

구주제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239015  도시철도시스템공학 (Urban Railway  
 Transportation System)

최근에 중·소도시에서는 도시철도시스템으로 중량

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초기투자비 및 운영, 유지보수

비가 기존지하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연계교통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경량전철시스템의 도입이 활

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철도시스템

(중량전철, 고무차륜, LIM시스템, 자기부상, PRT등)

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시스템의적용성 등에 대

하여 학습한다.

239016  소음공학 (Noise Control Engineering)

철도차량의 성능과 수명 등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소음의 물리적 성질, 그 예측 및 측정방법, 소음

제어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하고 소음제어가 중요시되는 

기계류에서의 소음 저감 설계 사례 등을 다룬다.

239018  철도RAMS (Railway RAMS)

철도차량의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이론 적용을 위한 일

반론을 소개하고 편성차량 및 구성품들의 RAMS 평가

모델, 주요 분석기법, RAMS 목표값 설정, 예측 및평

가기술, 신뢰성 중심유지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39020  철도프로그램(3) 
 (Railway Training  Program(3))

철도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계약학과협

약기관과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현장밀착형 연

구프로그램으로 철도 현장의 기술 수요를 만족하는 연

구주제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239021  차량추진제어공학 (Electric Traction  
 Control Engineering)

철도차량 추진장치 설계기준, 유지보수기법, DC/

AC 구동 전동기 및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 전기추

진장치의 안전 및 EMI/EMC 등에 관하여 다룬다.

239022  차량구조설계 (Railway Vehicle  
Structure Design)

차체 및 대차의 기본적인 구조를 소개하고, 재질로

사용되는 소재들의 기본구조, 응력-변형률 관계, 온도 

의존성 등 기본 이론과 철도차량의 고속화, 고성능화

에 대비한 구조물설계의 건전성 해석기술, 고강도 경

량재료 응용기술 등을 학습한다.

239023  신뢰성공학 
 (Reliability Analysis Engineering)

부품 및 소재의 선택과 제품설계, 제품 신뢰성 평가

를 위해 적용하게 되는 다양한 평가방법으로서 피로, 

크리프, 내구성 등의 기계적 성질, 그리고 비파괴신뢰

성 평가 방법의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239024  차량공기조화 (Heating, Ventilating &  
 Air Conditioning)

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의 지식을 응용하여 철도

차량 공기조화설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을 

통하여 습득한다. 실내의 열환경(온도, 습도, 공기질)

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설비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

를 학습한다.

239025  철도프로그램(4) 
 (Railway Training Program(4))

철도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계약학과협

약기관과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현장밀착형 연

구프로그램으로 철도 현장의 기술 수요를 만족하는 연

구주제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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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26  철도신호공학 (Railway Signal System)

CBTC를 포함한 ATS/ATP/ATC/ATO와 같은 신

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차상 및 지상

신호시스템, 차상과 지상신호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

신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239027  기초전기전자 (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s)

회로 및 디바이스 그리고 이들의 실제적인 응용과 전

기회로를 이루고 있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특성

을 습득하고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구성된 회로의 설계

이론 및 방법 등을 바탕으로 철도 전기 , 전자 부품에 

대한 응용력을 배양한다 .

239028  철도시스템엔지니어링  
 (Railway System Engineering)

성공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수명주기, 

원리, 개념 및 프로세스, 요건분석 및 확인, 솔루션 프

로세스, 효과도 평가/의사결정 프로세스, 검증 및 인

증 등과 관련된 시스템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을 학습한다.

239029  철도차량역학 
 (Railway Vehicle Mechanics)

철도시스템 전반의 역학적인 요소들을 철도와 연관

시켜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차량/궤도 I/F, 차량/전

차선 I/F, 차량/신호 I/F, 등 차량과 기반시설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239030 선로공학 (Railway Mechanics)

선로공학은 선로의 유지관리 및 건설에서 매우 중요

한 학문이다. 이에 선로 일반, 궤도구조와 재료, 차량

과 궤도의 상호작용, 궤도역학 및 궤도구조설계, 궤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239031  철도차량전기기계 (Railway Vehicle  
 Electric Machine Components)

철도차량을 구동하기위해 필요한 교류 급전전압을 

변환해 주는 변압기 및 견인을 발생시키는 직류전동

기, 유도전동기, 동기전동기 등의 회전원리 및 제어기

법등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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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플랜트엔지니어링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선택 248001 플랜트공정관리 3 3 0

전공선택 248002 배관및장치설계(1) 3 3 0

전공선택 248003 플랜트유체역학 3 3 0

전공선택 248004 산업플랜트 3 3 0

전공선택 248005 플랜트재료역학 3 3 0

전공선택 248006 플랜트열역학 3 3 0

전공선택 248007 플랜트CAD(1) 3 3 0

전공선택 248008 플랜트현장실무(1) 3 0 6

전공선택 248009 플랜트전산열유체 3 3 0

전공선택 248035 플랜트전기전자개론 3 3 0

소                   계 30 27 6

2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전공선택 248010 배관및장치설계(2) 3 3 0

전공선택 248011 플랜트유체기계 3 3 0

전공선택 248012 소음공학 3 3 0

전공선택 248013 발전플랜트 3 3 0

전공선택 248014 플랜트전산구조해석 3 3 0

전공선택 248015 플랜트CAD(2) 3 3 0

전공선택 248016 플랜트현장실무(2) 3 0 6

전공선택 248036 정유/석유화학공정및장치이해 3 3 0

소                   계 26 23 6

4

1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필수 248017 플랜트시스템설계(1) 3 2 2 졸업관련

전공선택 248018 플랜트냉동및공조장치 3 3 0

전공선택 248019 플랜트비파괴진단및검사 3 3 0

전공선택 248020 플랜트자동제어 3 3 0

전공선택 248021 플랜트계측공학 3 3 0

전공선택 248022 증기터빈및가스터빈 3 3 0

전공선택 248023 화공플랜트 3 3 0

전공선택 248037 건설사업관리 3 3 0

소                   계 26 25 2

2

교양선택 200827 영어(5) 2 2 0

전공필수 248024 플랜트시스템설계(2) 3 2 2 졸업관련

전공선택 248025 플랜트시공및적산 3 3 0

전공선택 248026 신재생에너지 3 3 0

전공선택 248027 플랜트접합기술 3 3 0

전공선택 248028 수처리플랜트 3 3 0

전공선택 248029 플랜트건축 3 3 0

전공선택 248030 플랜트토목 3 3 0

전공선택 248038 계약및견적일반 3 3 0

소                   계 26 25 2

합                   계 108 1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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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엔지니어링학과  (야간)

(Department of Plant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48001  플랜트공정관리  
 (Plant Process Management)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의 광범위한 조

사, 분석기법 및 최근 운영관리 기술의 개발동향을 소

개하며 미래의 플랜트공정관리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할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공한다. 일정계획, 

총괄계획, 재고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제품관

리, 공정설계, 입지 및 물류, 생산능력계획, 및 생산성 

관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간단한 예를 통해 실제 적용

방법을 설명한다.

248002  배관및장치설계(1)  
 (Piping & Instrument Design(1))

플랜트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관 및 장치

에 관한 해석, 설계, 도면작성 등에 필요한 현장기술을 

제공한다. 특히 배관설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에 중점을 두고 플랜트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48003  플랜트유체역학  
 (Fluid Mechanics for Plant)

플랜트시스템의 해석과 설계에 필요한 유체정역학, 

유체유동에 관한 해석법, 점성유동, 난류운동, 내부유

동 등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다루며, 플랜트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48004 산업플랜트 (Industrial Plant)

가장 일반적인 플랜트분야인 제품생산설비및 환경분

야 플랜트에 관한 이론, 구조와 작동원리 설계 등을 학

습하여 플랜트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48005  플랜트재료역학  
 (Material Mechanics for Plant)

플랜트설비에 관계되는 재료의 거동에 대한 기본원

리를 힘의 평형조건, 응력-변형률 관계, 기하학적 적

합성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여러 가지 공학적 구조물과 기계

요소의 설계나 해석에 응용하게 한다.

248006  플랜트열역학  
 (Thermodynamics for Plant)

플랜트엔지니어링에 관계되는 일, 열과 에너지변환, 

성질, 법칙, 사이클 등 공학에서 응용되는 모든 해석의 

열역학 개념 등을 다룬다.

248007 플랜트CAD(1) (Plant CAD(1))

CAD작업을 통하여 플랜트관련 설계 도면 작성 방

법을 습득시키고, 각종 플랜트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하며, 관련 플랜트 설계과정의 CAD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

248008  플랜트현장실무(1)  
 (Plant Field Training(1))

국내 현장에서 익힌 실무사례를 조사하여 발표와 토

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대표적인 현장

을 답사하여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이론과 

비교분석하여 실무에 반영할 수 각종 기술요인을 학습

한다. 

248009  플랜트전산열유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Plant)

플랜트전산열유체 강좌에서는 유체역학 및 공업수학

의 예비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체역학 및 열전달 문

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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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다. 강좌의 3/4정도는 전산열유체의 예비지식

을 배우고 활용 예들을 소개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담당

교수가 개발한 코드와 상용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48010  배관및장치설계(2)  
 (Piping & Instrument Design(2))

플랜트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관 및 장치

에 관한 해석, 설계, 도면작성 등에 필요한 현장기술을 

제공한다. 특히 배관설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에 중점을 두고 플랜트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48011  플랜트유체기계  
 (Fluid Machinery for Plant)

플랜트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유체기계에 

관한 해석과 설계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펌프, 수력터

빈, 송풍기, 압축기 등의 유체기계에 관한 이론, 구조

와 작동원리 설계 등을 학습하여 플랜트시스템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48012 소음공학 (Noise Engineering)

음파의 물리적 성질과 전파특성, 소음측정 및 분석

기기의 조작,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등을 숙지하여 작

업환경 소음에 대한 저소음화 설계능력과 소음저감 대

책수립 능력을 배양한다.

248013 발전플랜트 (Power Plant)

발전 플랜트 시스템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기초적

인 열역학적 해석과 기본 사이클을 공부하고, 전반적

인 구성 요소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보일러, 

터빈, 압축기를 비롯하여 급수가열기, 절탄기, 공기예

열기, 냉각장치 등을 분석한다. 또한 에너지 절감과 효

율 향상을 위해 연료의 분석, 연소현상 그리고 각 요소

별 열전달 특성을 공부한다. 

248014  플랜트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Analysis of Structures for Plant)

플랜트전산구조해석은 플랜트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

한 기초 이론을 다루고 구조물 모델링과 해석기법을 익

히며 전문적인 해석방법과 결과의 분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인 유한요소법과 

역학적인 이론을 학습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조해

석 전용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다양한 구조물

의 전산해석을 통하여 앞선 설계 방법들을 습득하여 활

용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248015 플랜트CAD(2) (Plant CAD(2))

1학기에 습득한 CAD작업을 통한 플랜트관련 설계 

도면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플랜트 설계과

정의 CAD 작업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248016  플랜트현장실무(2)  
 (Plant Field Training(2))

외국 현장의 기술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와 토의

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국내 기술적용 사

례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조사하고 이를 이론과 비교분

석하여 실무에 반영할 수 각종 기술요인을 학습한다.

248017  플랜트시스템설계(1)  
 (Plant System Design (1))

설계공정, 독창성, 문제해결능력 등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플랜트시스템설계 문제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생산기술에 접목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본 교과에서는 창의적공학설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플랜트시스템 시제품을 

실제로 설계/제작함으로써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담담

하게 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1학

기에 플랜트시스템의 설계기술을 습득하고 2학기에 개

설되는 해당 교과에 연결되도록 한다.

248018  플랜트냉동및공조장치 (Refrigerating  
 & Air Conditioning Apparatus for  
 Plant)

냉동 및 공조에 관련되는 장치의 개요, 원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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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산정과 더불어 현장 실무 기술을 겸한 전문 강의

로서 이들 장치에 대한 응용 설계 및 기술습득에 최우

선 학습목표를 둔다.

248019  플랜트비파괴진단및검사  
 (Nondestructive Diagnosis and  
 Inspection for Plant)

발전 플랜트 등의 각종 용접부와 배관의 비파괴적 진

단 및 검사에 활용되는 초음파탐상검사(UT), 음향방

출시험(AE), 방사선투과검사(RT) 등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Health Monitoring 시스템 설계 및 응용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248020  플랜트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for Plant)

본 과정에서는 플랜트 설비의 자동 제어 및 모니터

링을 위한 시퀀스 제어의 개요, 릴레이 시퀀스, 무접점 

시퀀스, PLC제어, 릴레이 시퀀스의 기본회로와 동작

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자동화 기계 시스템의 설계 능

력을 배양한다. 또한 실습을 통한 실무 능력도 함께 익

히도록 한다.

248021  플랜트계측공학 (Measurement  
 Engineering for Plant)

본 교과목은 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을 위한 계측

시스템의 일반적 개념과 다양한 계측기기 및 계측 방법

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계측을 통해 취득된 신호의 통

계적 해석 기법과 디지털 신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파수 분석법 등 다양한 신호처리법에 대해서도 학습

한다. 이러한 플랜트 관련 계측 기술의 이해는 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술이라 할 수 있

으며, 궁극적으로 본 교과목 이수를 통해 기본 기술 뿐 

아닌 최신의 기술도 습득할 수 있어 플랜트 공학자로서

의 자질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248022  증기터빈및가스터빈  
 (Steam Turbine & Gas Turbine)

power plant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가스터

빈과 스팀터빈에 관한 열역학, 유체역학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구조와 작동원리 및 설계능력을  습득하기 위

해 학습한다.

248023 화공플랜트 (Chemical Plant)

화학공정 설계의 기본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화학공정 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계산, 물

질 및 열전달, 그리고 열역학 물성등에 대한 이론 및 

활용 기술을 배우며, 여러 단위조작 장치 (열교환기, 

반응기, 분리공정등)에 대한 장치 선택 및 설계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고, 최적화 이론 및 경제성 분석 방법등

을 주요 학습 교과내용으로 한다.

248024  플랜트시스템설계(2)  
 (Plant System Design(2))

1학기에 습득한 플랜트시스템의 설계기술과 설계안

을 바탕으로 2학기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표한다.

248025  플랜트시공및적산  
 (Construction and Estimation of  
 Plant)

플랜트공사의 제반관련 업무, 건축공정에 따른 플랜

트공사, 공통공사, 배관공사, 공기조화 설비공사, 위

생설비공사, 마감공사의 시공방법을 익혀 공사현장에

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 시공에 따른 재

료비 산출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제 경비를 산출하는 

적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48026  신재생에너지  
 (New &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의 기초인 태양열 복사, 복사 열전달, 

광전 공학기초, 태양광전지, 태양광발전, 지열 등을 

학습한다. 또한 플랜트엔지니어링에 있어서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적용에 대해 학습하여 관련설비 응용설

계능력을 향상시킨다.

248027  플랜트접합기술  
 (Plant Welding Technology)

플랜트설비의 이음에 대한 각종 접합법, 안전, 설

계, 검사, 재료, 규격, 시공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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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플랜트기술자로서의 실무능력을 갖게 한다.

248028 수처리플랜트 (Water Treatment Plant)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물산업분야에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상수처리 플랜트, 하수처리플랜트 등의 수처

리 시스템의 해석, 설계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248029 플랜트건축 (Building of Plant)

플랜트건설에 필요한 구조계획을 기반으로 한 플랜

트시스템의 구조와 건축계획의 개념을 이해시켜 플랜

트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에 건축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한다.

248030  플랜트토목  
 (Civil Engineering of Plant)

실제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구조, 수공, 지반, 

환경, 건설경영 등의 토목공학 전반에 관한 이론을 습

득하고 이를 연습한다.

248035  플랜트전기전자개론  
 (Basic Electronics for Plant  
 Engineers)

본 교육과정에서는 전기 및 전자회로를 이해,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 법칙 

및 기본 소자의 특성을 배우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플랜트 현장에서 다루게 되는 기본적인 전기전자

회로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48036  정유/석유화학공정및장치이해 Oil/ 
 (Petrochemical Process &  
 Equipment)

석유류 제품울 생산하는 정유공정과 석유화학 제품

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정과의 상호연계성 및 각 공정

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정유 및 석유화학 공

정을 안전하게  최적으로 운전 하기 위해서는 화학공

학 지식뿐만 아니라 공정내의 대표적인 설비에 대한 구

조, 기능, 작동원리 등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여 정유/

석유화학 공정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248037 건설사업관리 (Project Management)

Sales & Proposal에서 Project Manager의 역

량, Project Execution Plan작성, Engineering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 

Construction Management, Mechanical 

Completion and Turn-over, Job Close-out

까지 사업관리에 전반적인 필요한 일반사항을 실무에

서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현업에서 바

로 활용할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며 장차 Project 

Manager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있다.

248038  계약및견적일반  
 (Contract & Cost Estimation)

계약의 형태,방법 및 계약자 선정 방법에 따른 공사

의 분류를 플랜트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주요 

조항별 Check List, Changer Order, 주요 계약 

용어 해설,Insurance & Bond의 종류에 대하여 검

토 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견적의 종류와 견적의 방법등에 대하여도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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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안전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111483 안전공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2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선택 111041 전기회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066 안전과생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1004 정역학 3 3 0 복수(부)전공 계열공통

소                   계 17 17 2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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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11133 인간공학및실험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1360 재료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227 전기자기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248 통계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487 물질안전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488 안전실무영어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1 위험물질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2 방재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19 6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11489 소방유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131 안전심리및교육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402 전기화재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490 근골격계안전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495 기계공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3 위험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4 재난안전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21 2

3 1

전공필수 111316 감전방지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1341 건설안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1499 산업위생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238 안전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266 연소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314 기계설비안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01 인간실수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5 화학공정안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6 신뢰성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1011 외국대학이수과목(1) 15 10 0

일반선택 500504 외국대학이수과목(2) 6 6 0

소                   계 22 23 2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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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11105 정전기안전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1135 화재및폭발피해예측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106 산업중독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134 전기작업안전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303 건설재료및시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401 운송기계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16 관계법규및산재보상실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7 건축소방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8 구조안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09 현장실습 1 3 0 0

전공선택 111610 코업프로젝트(1) 12 0 0

전공선택 111611 코업(1) 6 0 0

전공선택 111989 타대학이수과목(1) 0 0 0

소                   계 47 22 8

4

1

전공선택 111444 설비진단기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474 건설안전구조학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12 Capstone design위험성평가 3 0 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13 전기설비안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14 작업환경측정및환기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15 Capstone design 소방설계 3 0 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16 방호보안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17 현장실습 2 3 0 0

전공선택 111618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11619 코업(2) 6 0 0

소                   계 40 12 14

2

전공선택 111223 시스템안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09 폭발방지공학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20 전기설비안전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21 전기방폭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22 가스안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25 건설공사관리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528 건설소음진동실무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20 Capstone design건설안전설계 1 0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1621 건설기업회계 1 1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6 6

합                   계 204 14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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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11041 전기회로 (Electric Circuit Analysis)

선형소자에 대한 전압-전류 특성을 이해하고 기본

회로에서의 법칙 및 회로 해석법을 익히며, 회로망정

리에 관한 정의 및 적용방법과 등가회로의 개념, 유도

결합회로에 의한 해석법을 배운다.

111066 안전과생활 (Safety and Livelihood)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원인을 과

학적으로 찾고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111105  정전기안전공학 
 (Electrostatic Safety Engineering)

정전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반도

체 소자의 파괴 및 성능저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로

봇, 컴퓨터제어 시스템, 전자 교환대, 일반 자동화설

비의 오동작 발생, 오염 및 감전형상 등의 제반 장재해

의 발생원리 등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데 있다.

111106 산업중독학 (Industrial Toxicology)

직업병의 개요와 직업병의 발생 이전을 규명하고, 

유해가스, 증기, 유기용제 및 중금속의 중독에 대하여 

배운다.

111131  안전심리및교육  
 (Safety Psychology ＆ Education)

안전관계 수칙, 작업별 위험사고 사례, 사고방지의 

기본원리, 보호구 사용법, 대피방법 및 응급처리 방법 

등을 익히고 교육방법으로서는 지식교육, 기능교육 및 

태도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산업계에서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간행동의 법칙과 적용을 발견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으로서 이러한 행동의 법칙과 적용과 잘 

이해하여 산업계에 적용함으로써 산업안전에 기여하고

자 함에 있다.

111133  인간공학및실험  
 (Human Factors Engineering)

안전공학의 기초 학습에서 실용적 효율을 높이며, 

인간의 가치기준의 유지 및 향상과 인간의 특성을 이해

하고 인간 기계 체계를 구명하며 안전 효율을 추구하는

데 있다.

111134  전기작업안전  
 (Electric Working Safety)

감전사고방지공학의 지식을 근간으로 안전한 전기 

작업에 대한 더욱 깊은 지식과 응용에 대하여 익힌다.

111135  화재및폭발피해예측공학 (Fire and  
 Explosion Consequence Analysis)

위험물의 누출모델, 화재 및 폭발모델에 대해 이해

하고, 누출사고 시 화재 및 폭발을 모델링하여 피해영

향을 예측하는 지식을 배양한다.

111223  시스템안전공학  
 (System Safety Engineering)

운영상 효과, 시간, 단가 및 기타 안전과의 상위 범

위 내에서 안전의 최적정한 정도(시스템 안전과의 관

계,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 시스템 주기 및 위험

분석) 등을 익힌다.

111227 전기자기학 (Electromagnetics)

전기 및 자기의 기본성질에 관한 이해를 위해 벡터의 



-  119  -

기본성질, 쿨롱의 법칙, 전속밀도, 가우스법칙, 전계 

에너지, 전위도체 및 유전체, 정전용량, 영상법 전류

를 다룬다.

111238 안전관리론 (Safety Management)

경영관리를 응용한 안전관리(경영의 책임 및 기능, 

계획, 조직 및 협의 표준 및 보존운영기능, 임무수행의 

극대화 개념 및 접근방법), 계획 및 조직 등 합리적인 

관리능력을 기른다.

111248 통계학 (Statistics)

안전과 관련된 집단현상을 수량적으로 관찰하고, 분

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111266 연소공학 (Combustion Engineering)

연소 대상이 되는 연료의 전반적인 이해와 연소기

관의 수학적 모델 해석 및 응용으로 연료의 종류 및 특

성, 연소 기관의 종류 및 장치의 특성과 연소의 반응열 

및 반응기구의 해석하는 능력을 배운다.

111303  건설재료및시공학  
 (Material and Construction)

건설재료(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기본성질, 용

도, 공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문재료에 대한 지식

과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공, 조적공, 옹벽공 등

의 시공법을 이해시키고 현장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111314  기계설비안전  
 (Mechanical Installation Safety)

기계설비의 위험과 운송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고, 설비의 고장 진단과 

작업적 위험 및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습득한다.

111316  감전방지공학  
 (Electric Shock Prevention)

전격재해를 일으키는 감전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규

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공학적인 

안전대책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11341  건설안전공학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건설공사의 추락, 전도 및 붕괴 등의 사고형태와 안

전대책을 배우고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 방법을 배운다.

111360 재료역학 (Strength of Materials)

구조물이나 공업재료 등의 역학적인 문제를 이론 및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학문으로 공업재료를 조사하여 

재료의 성질을 파악해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경제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111401 운송기계 (Transfortation Equipment)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운반수단의 운송기계를 구성

하고 있는 제반장치의 작동원리와 이론을 알고, 운송

기계의 고장진단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여 안전공학적

인 측면에서의 설계와 그 기술을 학습시킨다.

111402 전기화재 (Electric Fire)

거의 모든 화재의 점화 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에 대한 

이론과 전기 점화원의 대책에 대한 방법을 학습시킨다.

111444  설비진단기술  
 (Installation Safety Diagnosis)

노후화된 공장설비로 인한 각종사고의 원인을 진단

하기 위해 파괴시험(인장시험, 피로시험, 경도시험 및 

충격시험 등), 비파괴시험(X선, 초음파탐상, 와류탐상 

및 자분탐상) 및 내시경시험 등으로 진단하여 결함부

분을 찾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기술을 

가르친다.

111474  건설안전구조학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Safety)

건설공사의 규모화와 시공방법의 기계화로 그에 따

른 건설공사 중의 재해도 크게 대두되어 이에 대한 안

전대책 및 관리를 가르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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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3  안전공학개론 (Introduction to Safety   
 Engineering)

재해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알고 사고방지에 필요한 

과학이나 기술(열에너지의 안전, 전기적 방사선및 운동

형태의 기계-인간관계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111487  물질안전실험  
 (Material Safety Experiment)

물질의 발화온도, 최소발화에너지, 혼합위험성, 인

화점, 폭발한계 등 특성 값을 측정하고, 환경 분야로서 

소음, 진동, 유해가스, 분진의 측정방법 및 발화원과 

그 대책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험하고 재해 사례에 대

하여 배운다.

111488  안전실무영어 (Practical English for  
 Safety Manager)

산업현장의 안전부문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전문용

어를 국제화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111489 소방유체역학 (Fire Fluid Mechanics)

유체의 유동현상, 운동량 전달, 열전달, 물질전달의 

기초방정식 및 이론을 취급한다. 더욱이 전달현상의 

기초방정식으로부터 유체의 속도분포, 고체의 온도분

포 및 물질전달의 mechanism을 수학적으로 해석하

고 그 응용에 대하여 논한다.

111490  근골격계안전설계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특정한 일 또

는 동작과 연관되어 신체 일부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서 나타나는 것으로 신경, 근육, 인대, 관절 등에 문제

가 생겨 통증과 이상감각,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총칭하는 질환이다.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방법, 

RULH 등을 이용한 유해요인 평가방법 및 MSD 예방

관리 프로그램 등을 연구한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 

관련 법규 등도 함께 학습하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예방방법을 강의한다.

111495  기계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안전공학을 전공할 학생들이 기계공학 분야의 기초

를 섭렵하고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

계공학 전반의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11499 산업위생학 (Industrial Hygiene)

인체에 유해한 물리적(소음, 진동 등), 화학적(가스, 

증기 등), 생물학적(병원균 등),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의 인식, 측정, 평가 및 대책을 배운다.

111501 인간실수론 (Human Error)

인간실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왜 실수를 하며, 

인간실수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인간수행도는 

어떻게 평가하며, 방지전략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인간

공학과 인적오류의 개념, 원인에 따른 인적오류의 구

분,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사례, 작업환경과 경영전략

과 인적오류와의 관계, 인간공학적 시스템 설계, 인간

공학적 작업 및 기능설계, 교육훈련 및 안전경영 등을 

연구한다.

111509  폭발방지공학 (Industrial Explosion  
 Prevention and Protection)

폭발의 원리, 폭발 에너지 및 폭발의 영향 등에 대하

여 이해하고 폭발예방 대책 및 폭발 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호대책에 대하여 공부한다.

111516  관계법규및산재보상실무  
 (Legal Basic of Industrial Safety  
 and Compensation Handbook for  
 Industrial Disaster)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과 산업안전에 관계되는 법규에 대한 

해설, 적용 및 활용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합리적인 산

업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11520  전기설비안전설계 (Design for Electric  
 Installation Safety)

송전계통, 배전계통 및 내선선로상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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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용상의 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력계통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전기재해를 예

방할 수 있는 방호설비설계에 대하여 배운다.

111521  전기방폭공학  
 (Electrical Explosion Protection)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폭발의 특성을 파

악하여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방폭원칙을 설정하는 원

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방호설비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운다.

111522  가스안전공학  
 (Gas Safety Engineering)

가스 제조작업에 대한 기기안전, 취급안전, 제조안

전에 대한 사항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에 대한 사항을 강의한다.

111525  건설공사관리학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공사는 구상,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의 라이프사이클에 의해 구조물이 축조 및 유지관리됨

으로서 각 단계에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습득하고 특

히 시공과정에서의 관리 및 공정표 등을 습득시킨다.

111528  건설소음진동실무 (Vibration and  
 Noise of Construction)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할 수 있

는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익힌다.

111601  위험물질론 
 (Hazardous Materials Theory)

위험물질에 관한 이론적인 공부와 위험물안전관리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중심으로 위험등급, 지정수

량, 일반대책, 예방대책, 소방대책 및 저장과 취급시 

유의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111602  방재학개론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방재와 관련하여 자연(풍수해, 지진, 지반, 대설, 

황사 등) 및 인적(테러) 재난 사례와 재난안전관리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기술한다. 

111603 위험관리론 (Risk Management)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을 확인 및 분석하여 기업의 의

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전체적인 위험을 관리하

는 방법을 배양한다.

111604  재난안전관리 
 (Disaster Safety Management)

재난에 대한 예방/경감, 대비, 대응, 복구 시 필요

한 관리적 측면을 알아보고, 현행 제도와 그 개선점에 

대해 기술한다. 

111605  화학공정안전 (Chemical Process and  
 Plant Safety)

유해, 위험물질의 방출과 확산모델, 화학설비의 종

류와 구조 등을 이해하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한 설계, 운전 및 장비 등 화학설비 안전대책에 대

하여 공부한다.

111606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통계학을 기초로 설비의 신뢰성평가에 이용되는 기

초이론, 개념 및 주요기법을 가르친다.

111607 건축소방 (Architecture Fire)

건축물과 관련한 화재이론과 소방이론을 가르친다.

111608  구조안전공학 (Structural Safety  
 Engineering)

노후 또는 재난에 의한 구조물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구조

역학, 동역학, 토질역학, 수문학 등을 사용한다. 

111609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기업체에서 취업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통하여 현장

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과가 기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을 배치, 실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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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0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on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 1은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

정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

명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1611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11612  Capstone design 위험성평가 
 (Capstone Design of Risk  
 Assessment)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위험한 설비의 위험

요인을 HAZOP 등 여러 가지 위험확인 기법을 이용

하여 찾아내고,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 및 평가방법을 공부한다.

111613  전기설비안전공학 (Electric  
 Installation Safety Engineering)

송전계통, 배전계통 및 내선선로상의 전기적 특성 

및 운용상의 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력계통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111614  작업환경측정및환기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Industrial Ventilation)

유해 작업환경(소음, 분진, 가스 등)의 분석 및 실험

방법 설계와 작업환경의 개선 대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국소배기장치, 희석식 환기장치 등을 설계 및 측

정 방법에 관하여 배운다.

111615  Capstone design 소방설계 
 (Capstone Design of Fire Protection)

방화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소화

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외 소화전 배연설비, 연

소기기 화재 예방 요령, 전기화재 예방요령, 제1, 2, 

3, 4, 5류 위험물, 스프링클러 설비, 하론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등에 관한 이론설계 및 운용능력을 습득한다.

111616  방호보안공학  
 (Security Protection Engineering)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구조

적인 측면과 보안적인 측면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재

난안전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111617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기업체에서 취업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통하여 현장

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과가 기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을 배치, 실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111618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on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 2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

정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

명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1619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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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0  Capstone design 건설안전설계  
 (Capstone Design of Construction   
 Safety)

안전은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며 

그에 대한 입문적인 개념 확립, 도면작성 및 컴퓨터로 

도면작성 등의 실무를 위한 기초를 확립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및 현장 위험성 도출 및 대책 수립에 

대해 배운다.

111621  건설기업회계 (Accounting for  
 Construction Work)

기업의 유지, 발전, 성장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 보고를 하는 것으로, 특히 건설기업

의 재무상태, 영업성과를 파악하고 기간손익을 확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161004 정역학 (Statics)

정역학은 정지해 있는 강체에 힘의 작용을 가해 여러 

가지 변형 및 파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역학

을 이해함으로 기계의 여러 가지 운동에 따라 변화되는 

힘의 균형상태를 파악토록 하며 동역학 및 재료역학의 

과목을 이수함에 기초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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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안전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선택 211214 화학공정안전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238 안전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248 기계공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266 연소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05 감전방지공학(1)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13 산업위생학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41 건설안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04 운송기계안전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990 현장실습 2 0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19 0

2

전공선택 211105 정전기안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106 산업중독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245 안전교육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02 건축소방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03 건설재료및시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12 화학설비안전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14 기계설비안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57 인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47 감전방지공학(2)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2 22 0

4

1

전공선택 211461 졸업연구(소방및가스안전)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2 졸업연구(기계설비안전(1))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3 졸업연구(화학공정안전)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4 졸업연구(전기안전(1))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5 졸업연구(전기안전(2))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6 졸업연구(기계설비안전(2))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7 졸업연구(산업위생및건설안전)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8 졸업연구(건설안전)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469 졸업연구(인간공학)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1211 소방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223 시스템안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02 전기화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07 방폭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43 건설안전구조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44 설비진단기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58 산재보상실무 1 1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59 산업환기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45 45 0

2

전공선택 211015 건축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027 관계법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031 가스안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242 건설안전설계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355 위험성평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40 건설진동소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41 자탐설비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48 작업환경측정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1452 전기방폭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20 0

합                   계 108 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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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11015 건축설비 (Building Installation)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배수, 위생설비, 공기조화 

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의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이와 같은 제반설비를 건축물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신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있다.

211027  관계법규 

 (Legal Basic of Industrial Safety)

산업안전에 관계되는 법규에 대한 해설, 적용 및 활

용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합리적인 산업안전을 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있다.

211031  가스안전공학 

 (Gas Safety Engineering)

가스 제조작업에 대한 기기안전, 취급안전, 제조안

전에 대한 사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사업법에 

대한 사항을 강의한다.

211105  정전기안전공학 

 (Electrostatic Safety Engineering)

정전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반도체 

소자의 파괴 및 성능저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로봇, 

컴퓨터제어 시스템, 전자 교환대, 일반 자동화설비의 

오동작 발생, 오염 및 감전형상 등의 제반 장·재해의 

발생원리 등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211106 산업중독학 (Industrial Toxicology)

직업병의 개요 및 직업병의 발생 이전의 규명방법과 

유해가스, 증기 및 유기용제, 중금속의 중독에 대하여 

배운다.

211211  소방설비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방화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소화

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외 소화전 배연설비, 연

소기기 화재 예방 요령, 전기화재 예방요령, 제1,2, 

3, 4, 5류 위험물, 스프링클러 설비, 하론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등에 관한 이론의 설계 및 운용능력을 습

득한다.

211214  화학공정안전  
 (Principles of Chemical Process

물질수지 및 에너지 수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화학공

정의 계획, 설계, 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을 

익힌다.

211223  시스템안전공학  
 (System Safety Engineering)

운영상 효과, 시간, 단가 및 기타 안전과의 상위 범

위 내에서 안전의 최적정한 정도(시스템 안전과의 관

계,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 시스템 주기 및 위험

분석) 등을 익힌다.

211238 안전관리론 (Safety Management)

경영관리를 응용한 안전관리(경영의 책임 및 기능, 

계획, 조직 및 협의 표준 및 보존운영기능, 임무수행의 

극대화 개념 및 접근방법), 계획 및 조직 등합리적인 

관리능력을 기른다.

211242  건설안전설계 (Construction Safety  
 Design Theory)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

고, 설계원인이 약 4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

라서 건설안전은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

수이며 그에 대한 입문적인 개념 확립, 도면작성 및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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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보조 도면작성 등의 실무를 위한 기초확립에 있다.

211245 안전교육론 (Safety Education)

안전관계 수칙, 작업별 위험사고 사례, 사고방지의 

기본원리, 보호구 사용법, 대피방법 및 응급처리 방법 

등을 익히고 교육방법으로서는 지식교육, 기능교육 및 

태도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211248  기계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안전공학을 전공할 학생들이 기계공학 분야의 기초

를 섭렵하고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

계공학 전반의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11266 연소공학 (Combustion Engineering)

연소의 대상이 되는 연료의 전반적이 이해와 연소기

관의 수학적 모델 해설 및 응용을 하여 연료의 종류 및 

특성, 연소 기관의 종류 및 장치의 특성과 연소의 반응

열 및 반응기구의 해석을 할 수 있다.

211302  건축소방  
 (Architectural Fire Protection)

건축물과 관련한 화재이론과 소방이론을 배운다.

211303  건설재료및시공학 
 (Material and Construction)

건설재료(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기본성질, 용

도, 공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문재료에 대한 지식

과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공, 조적공, 옹벽공 등

의 시공법을 이해시키고 현장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211305  감전방지공학(1)  
 (Eletric Shock Prevention(1))

전격재해를 일으키는 감전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규

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공학적인 

안전대책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1312  화학설비안전 
 (Chemical Process & Plant Safety)

유해, 위험물질의 방출 및 확산모델, 화학설비의 종

류 및 구조 등을 이해하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설계, 안전운전 및 안전장비 등 화학설비 안전대

책에 대하여 배운다.

211313  산업위생학개론 (Fundmentals of  
 Industrial Hygine)

인체에 유해한 물리적(소음, 진동 등), 화학적(가스, 

증기 등), 생물학적(병원균 등),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의 인식, 측정, 평가, 대책을 배운다.

211314  기계설비안전 (Mechanical  
 Installation Safety Engineering)

기계설비의 위험과 운송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고, 설비의 고장 진단과 

작업적 위험 및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습득한다.

211341  건설안전공학  
 (Construction Safety Engineeing)

건설공사의 사고형태(추락, 전도, 붕괴 등) 및 안전

대책을 배우고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 방법을 배운다.

211355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위험한 설비의 위험

요인을 HAZOP 등 여러 가지 위험확인 기법을 이용하

여 찾아내고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 및 평가방법을 공부한다.

211357 인간공학 (Human Factors)

안전 공학의 기초 학습에 있어서 실용적 효율을 높이

며, 인간의 가치기준의 유지 및 향상과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간 기계 체계를 구명하며 안전 효율을 추구

하는데 있다

211402 전기화재 (Electric Fire)

모든 화재의 점화 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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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전기 점화원의 대책에 대한 방법을 학습시킨다.

211404  운송기계안전  
 (Transportation Equipment Safety)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운송수단의 운송기계를 구성

하고 있는 제반장치의 작동원리와 이론을 알고, 운송

기계의 고장진단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여 안전공학적

인 측면에서의 설계와 그 기술을 학습시킨다.

211407  방폭공학 (Industrial Explosion  
 Prevention and Protection)

폭발의 원리, 폭발 에너지 및 폭발의 영향 등에 대하

여 이해하고 폭발예방 대책 및 폭발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호대책에 대하여 공부한다.

211440  건설진동소음 (Vibration and Noise  
 of Construction)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할 수있

는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익힌다.

211441  자탐설비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재료의 결함(균열, 겹침(laps), 시임(seams), 탕

계(cold shut) 그리고 라미네이(lamination) 등)을 

탐상하기 위하여 재료를 자화시켜 표면, 표면하의 결

함을 찾는 원리와 방법을 익힌다.

211443  건설안전구조학 (Introduction to  
 Construction Safety)

건설공사의 규모화와 시공방법의 기계화로 그에 따

른 건설공사 중의 재해도 크게 대두되어 이에 대한 안

전대책 및 관리를 가르치는 데 있다.

211444  설비진단기술 (Special Research In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노후화된 공장설비로 인한 각종사고의 원인을 진단

하기 위해 파괴시험(인장시험, 피로시험, 경도시험 및 

충격시험 등), 비파괴시험(X선, 초음파탐상,와류탐상 

및 자분탐상) 및 내시경시험 등으로 진단하여 결함부

분을 찾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기술을 

가르친다.

211447  감전방지공학(2)  
 (Electric Shock Prevention(2))

감전사고방지공학(1)의 지식을 근간으로 전격재해에 

대한 더욱 깊은 지식과 응용에 대하여 익힌다.

211448  작업환경측정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

유해 작업환경(소음, 분진, 가스 등)의 분석 및 실험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211452  전기방폭  
 (Electrical Explosion Protection)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폭발의 특성을 파

악하여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방폭원칙을 설정하는 원

리를 이해시킨다.

211458  산재보상실무 (Compensation  
 Handbook for Industrial Disaster)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익힌다.

211459 산업환기 (Industrial Ventiation)

작업환경의 개선 대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소

배기장치, 희석식 환기장치 등을 설계 및 측정 방법에 

관하여 배운다.

211461  졸업연구(소방및가스안전) (Theme  
 Research, Fire and Gas Safety)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및 가스안전에 대해 한 가지 테

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 작성하

여 제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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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2  졸업연구(기계설비안전(1)) 
 (Theme Research, Mechanical  
 Installation Safety(I))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설비에 대해 한 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

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463  졸업연구(화학공정안전)  
 (Theme Research, Chemical  
 Process Safety)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설비의 공정에 대해 한 가지 테

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 작성하

여 제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464  졸업연구(전기안전(1)) (Theme  
 Research, Electric Safety(I))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설비 및 제반사항에 대해 한 가

지 테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 작

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465  졸업연구(전기안전(2)) (Theme  
 Research, Electric Safety(II))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설비 및 제반사항에 대해 한 가

지 테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논문으로 작

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466  졸업연구(기계설비안전(2)) (Theme  
 Research, Mechanical  
 Installation Safety(II))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설비에 대해 한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

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467  졸업연구(산업위생및건설안전) (Theme  
 Research, Industrial Hygiene  
 and Construction Safety)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현

장 및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한 가

지 테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 작

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468  졸업연구(건설안전) (Theme Research,  
 Construction Safety)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제 건설현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한 가지 테마를 선

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작성하여 제출하

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469  졸업연구(인간공학) (Theme Research,  
 Ergonomics)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서 인간과-기계체계에 불합리하거나 비생산적인 요소

를 적출하여 개선 및 개발을 할 수 있는한 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

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작품을 제출한다.

211990 현장실습 (Field Training)

기계, 화공, 전기, 건설 등의 산업분야 근무중인 학

생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

면서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 지식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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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신소재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114500 신소재공학개론1 3 3 0 복수(부)전공 선수과목

소                   계 21 19 4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14501 신소재공학개론2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9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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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14201 결정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214 공업물리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선수과목

전공선택 114243 신소재기초실습(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86 세라믹상평형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448 파인세라믹스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502 금속조직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1006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계열공통교과

소                   계 22 20 4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14204 재료의전자기적성질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4219 재료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44 신소재기초실습(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74 광학디스플레이소자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82 물리금속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91 전기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1007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계열공통교과

소                   계 21 20 4

3 1

전공필수 114306 재료강도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185 전자재료 2 2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284 분말소재공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303 비철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343 신소재공학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354 광세라믹스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355 비정질재료 2 2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503 코업(1) 6 0 0

전공선택 114504 코업프로젝트(1) 12 0 0

전공선택 114511 상변태 3 3 0 복수(부)전공 선수과목

전공선택 114990 현장실습 3 0 0

전공선택 161001 공업교육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45 22 4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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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14283 반도체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4302 철강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4310 세라믹공정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273 고체물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76 금속접합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304 X-선회절및응용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346 신소재공학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505 코업(2) 6 0 0

전공선택 114506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61002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40 20 4

4

1

전공선택 114230 캡스톤디자인(1) 4 2 4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4275 극한기능재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79 나노재료합성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292 전자패키징재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446 미래기술과창업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447 세라믹합성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4453 열처리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457 전자현미경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507 코업(3) 6 0 0

전공선택 114508 코업프로젝트(3) 12 0 0

전공선택 161003 공업교과교수법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42 22 4

2

전공선택 114090 복합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31 캡스톤디자인(2) 4 2 4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4277 나노소재응용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78 나노재료물성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85 비파괴신뢰성평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288 에너지재료및소자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445 고체반응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4509 코업(4) 6 0 0

전공선택 114510 코업프로젝트(4) 12 0 0

전공선택 114512 금속가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40 20 4

합                   계 250 16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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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14090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복합재료의 의미 및 종류 즉 섬유 강화복합재료, 분

산강화복합재료 (cermet계 복합 재료, clad재료등) 

각종 복합 재료의 강화 기구 및 특성을 이해시키며 특

히 강화재와 기지간의 화학적 안정성이 전체 복합 재료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의한다.

114185 전자재료 (Electronic Materials)

무기재료의 전기적 성질 및 자기적 성질에 대한 포괄

적인 이론을 강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무기 전자재료

의 종류 및 특성을 소개하고 그들의 제법을 다루며 유

전재료, 고주파 절연재료, 콘덴서 재료, 압전 재료, 초

전재료, 반도체재료, 초전도재료 등 각 재료에 대한 이

론, 특성,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114201  결정학개론 (Introduction to  
 Crystallography)

결정 기하와 결정 화학의 기초를 주제로 하여 결정질 

재료의 내부구조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정 기

하에서는 결정축계와 축 변환에서부터 공간격자와 공

간군까지를 설명하고 결정 화학에서는 화학결합을 소

개하고 무기화합물의 구조를 설명함과 동시에 구조의 

특성 및 상의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114204  재료의전자기적성질 (Electromagnetic  
 Property of Materials)

재료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물성론에 입각하여 전자

기 재료의 실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응

용 할 수 있도록 물성과 구조의 연관 관계에 따라 절연

재료, 도전재료, 반도체 재료, 전자재료, 자성재료 등

의 이론적인 고찰을 다룬다.

114214  공업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in  
 Engineering)

제반 화학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화학열역학을 강의

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기체의 성질, 열역학 제법칙의 

개념과 관계식, 순수물질 및 단순혼합물의 물리적변환 

화학반응 및 평형에 관한 열역학적 검토 방법을 논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고찰을 연습문제를 통하여 화학 현상

에 관한 실제적인 이해가 되도록 학습한다.

114219  재료열역학 (Introduction to 
Metallurgical Thermodynamics)

열역학의 여러 법칙을 기초로 하여 1성분계의 상평

형, 응축상의 반응, 용액의 성질, 2성분계의 상태도, 

반응평형 등 열역학의 재료 공학적 응용에 대하여 강론

한다.

114243  신소재기초실습(1) (New Materials  
 Basic Experiments(1))

재료의 정량분석실험에 대한 기본 조작과 결정의 상

전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규산질 광물, 

내화물과 같은 무기재료와 합금과 같은 금속재료의 구

성 성분 요소의 정량분석을 용량, 중량, 전해법등을 이

용하여 종합적으로 행한다.

114244  신소재기초실습(2) (New Materials  
 Basic Experiments(2))

표면처리의 기초이론과 기본공정 및 응용분야, 그리

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기본조직을 습득하고자 한

다. 금속 및 합금의 물성조사 분석 등 각종 검사를 한다.

114273  고체물리 
 (Introduction to solid state physics)

재료과학의 기본을 형성하는 고체물성을 원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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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성과 거시적 물성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이해

한다. 재료의 금속성, 반도성, 그리고 유전적 특성 등

을 고체결합, 전자운동, 에너지대 이론 등을 통하여 이

해하여 재료의 전자기적 물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체의 결정구조, 고체내의 결합, 

비열, Phonon, 전기 전도도 및 열전도도, 초전도성, 

자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114274  광학디스플레이소자 (Optoelectronics  
 and Display Devices)

현대 전자제품의 첨단기술 집합체인 디스플레이소자

에 있어서 이론적 배경인 광전자, 강유전체, 광자기효

과, 홀로그램 등의 기초에 대하여 다룬다. 또한 각종 

디스플레이 소자의 구조, 제조법, 작동원리 등에 관하

여 강의한다.

114275  극한기능재료 (Advanced Materials  
 for Extreme Environments)

초고온, 초고압, 초고강도, 초고내식 등 극한 환경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 학습한다. 초고온용 

소재로 초내열합금, 초내열 코팅재료 등을 다루며, 나

노기술 및 복합강화 기술을 적용한 초고강도구조용 소

재 등을 강의한다.

114276  금속접합공학  
 (Metal Joining Technology)

금속과 금속을 이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 중 야금

학적인 접합 방법인 용접과 납접에 대해 강의한다.특

히, 각종 용접법의 원리와 용접의 응용, 용착현상등 용

접야금에 관한 사항을 이해시키고 Arc용접,Gas용접, 

Tig용접, Mig용접, 탄산gas용접 등의 용접시설을 이

용하여 각종 용접실습 후 야금학적 관찰을 통해 각종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 검토한다.

114277  나노소재응용 
 (Nano-Materials  Application)

나노입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이론과 나노입자의벌크

화에 대한 소결이론 등을 강의한다. 또한, 나노소재의 

기계적 및 기능적 특성을 이용한 공업적 응용과 특성제

어를 위한 다양한 공정 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114278  나노재료물성 
 (Properfies of Nano materials)

21세기에 폭발적인 성장과 비약적인 기술 개발이기

대되는 나노재료를 나노 소자로의 응용시 필요한재료

물성에 관하여 강의한다.나노 반도체에서의 전자 전

달 및 Potential, 양자점에서의 전자이동, Self-

assembled 분자구조, 감광성, 나노 클러스터, 다공 구

조체와 더불어 나노 재료의 광학적 물성 등을 다룬다.

114279  나노재료합성  
 (Synthesis of Nano Materials)

바이오, 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나노재료의 합성방법, 구조에 대하여 이해한

다. 나노구조체의 제조방법, 분석방법, 물성과 응용분

야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강의하며, 특히, 0차원, 1

차원, 2차원, 3차원등 저차원 나노구조체의 실질적인 

합성방법을 최근 논문들을 소개하는 과정을통하여 최

첨단 나노소재합성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

는다.

114282 물리금속 (Physical metallurgy)

금속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금속이

론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금속의 구조와 결정립, 전

위, 석출물 등의 미세조직 인자에 대한 기초 개념을 강

의하고 이러한 인자가 금속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학습한다.

114283  반도체재료 
 (Semiconductor Materials)

첫째 고체의 결정 주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

지 밴드, 브릴루앙 존, 페르미 레벨 등에 대한 이론과 

반도체 재료의 물성, 접합으로 인한 소자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이론적인 강의를 진행한다. 둘째 박막재

료의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박막공정에 관하여 강의한

다. 셋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및 응용에대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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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4  분말소재공정  
 (Powder Materials Processing)

분말을 이용한 재료가공 기술은 주조법에 비해 비교

적 낮은 온도에서 부품 제조가 가능하고, 고용도가 거

의 없는 합금 및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으며, 복잡

한 형상의 제품을 정형에 가깝게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적으로 분말소재의 응용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최근의 나노기술(NT)에 있어서

도 분말소재는 중요한 핵심기술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분말소재의 제조, 성형 및 소결 공정, 

특성평가 및 공업적 응용으로 구분하여 이론적인 내용

과 함께 제품의 생산 및 응용에 필요한 공정기술에 대

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14285  비파괴신뢰성평가 (Nondestructive  
 and Reliability Evaluation)

재료 특성의 비파괴적 평가방법 및 거시 결함의 비

파괴검출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에 

대한 개념, 소재 내구성, 부품 파손 현상 해석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산업 플랜트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4286  세라믹상평형  
 (Ceramic Phase Diagrams)

세라믹 재료의 열혁학적 평형 및 이에 따르는 상평형 

상태도를 다룬다. 2성분계로부터 시작하여 비산화물의 

4성분계 까지 상태도를 이해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세라믹 재료의 합성과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114288  에너지재료및소자 
 (Energy materials  and devices)

다양한 에너지 소자 즉 연료전지, 태양전지, 배터

리, 캐패시터등에 들어가는 최신 에너지 재료에 대하

여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에

너지 재료의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제 응용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114291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본 학문을 통하여 전극 소재와 전해질 계면에서의 전

자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작용에 대하여 다룬다.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의 습득 후에 다양한 전기화학의 

응용 중에서 최신 에너지 전기화학(배터리,연료전지, 

태양전지, 캐패시터등)에 대해서 강의 한다. 따라서 수

업의 최종 목표는 전기화학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과 

더불어 에너지 전기화학에 대한 응용을 학습 한다.

114292  전자패키징재료  
 (Electronic Packaging Materials)

본 과목에서는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 부품의 

후 제조공정 및 PCB 상의 실장 공정을 학습하고,이에 

사용되는 각종 접합 재료, PCB 재료, 그리고 기타 금

속 및 고분자 재료의 물성을 고찰하여 마이크로패키징 

기술의 발전 상황을 이해한다.

11423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졸업에 필요한 필수 영역으로 논문 수행시, 보다 효

율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실험

실습은 통하여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논문 실험결과

를 수시로 세미나 하며 발표한다.

11423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졸업에 필요한 필수 영역으로 논문 수행시, 보다 효

율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실험

실습은 통하여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논문 실험결과

를 수시로 세미나 하며 발표한다.

114302 철강재료 (Ferrous Materials)

철강 재료의 조직과 성질을 관련시켜 주철, 합금강,

기계 구조용강, 스테인레스강과 내열강, 특수용도강등

의 여러 가지 최신의 문제들에 대하여 강의한다.

114303 비철재료 (Non-ferrous Materials)

동 및 동합금, 경금속 및 경합금 등 여러 비철재료,

합금에 있어서의 다성분계 평형상태도의 구조 및 해

석, 석출과 시효경화 등 신 금속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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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04  X-선회절및응용 (X-ray Diffraction  
 and Application)

X-선에 의한 결정구조해석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험

방법을 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X-선 발생 및 실험, 

X-선 회절과 실험방법, X-선의 강도와 구조인자, 소

멸규칙, Fourier변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X-선의 

분말회절 방법 및 여러 가지의 단결정 회절방법과 이들

의 해석방법을 강의와 실험을 통하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4306  재료강도학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공업재료의 강도에 대한 제 특성의 기초적 이론의 이

해를 위해 재료의 미세구조와 탄성, 결정의 격자결함

과 특성, 결정의 소성과 항복현상 및 강화기구에 관하

여 강론하며, 거시적 강도특성과 미시적 기구를 관련

짓기 위해 파괴, 피로, creep을 강의한다.

114310 세라믹공정 (Ceramic Process)

무기재료의 제조시 거쳐야 할 각 공정에 대한 기초이

론 및 제반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 다루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질이동, 열 이동, 분체, 원료의 정

제, 선별, 여과, 원심분리, 혼합성형, 건조 등의 조작

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각 장치에 대한 응용을 강의

한다.

114343  신소재공학실험(1) (New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s(1))

무기재료의 기본물성을 익히고, 무기재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측정방법 및 계산방법 등의 기초적인실험

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즉, 화학 분석치를 이용한 

조합 계산하여 분쇄, 건조, 성형과정을 거쳐 소성하여 

시편을 제조하는 훈련을 한 후, 조성별로 제조된 시편

의 기계적 강도 등을 측정하여 소결체의 양부를 검토하

고 무기재료의 제반 물성 측성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114346  신소재공학실험(2) (New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s(2))

금속 및 합금재료의 물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금

속 조직학적 실험으로서 새로운 재료의 연구개발에 기

초가 되는 재료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

의 금속조직학적인 실험실습을 다룬다.

114354 광세라믹스 (Optical Ceramics)

무기재료의 광학적 성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굴절, 산란, 투광성 그리고 색

채 등의 광학적 성질 및 이에 미치는 무기재료의 조성

과 미세구조의 영향을 살핀다. 아울러 레이저,비선형 

광학소자, 전기 광학소자 등의 광기능 무기재료의 소

자 제조공정과 공업적 이용에 관해 다룬다.

114355  비정질재료  
 (Non-crystalline Materials)

비정질재료의 형성과정, 상 분리현상 그리고 비정질 

무기재료의 구조와 그 물리적, 전기적, 광학적, 자성

적, 화학적 제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정질재료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산

화물 비정질재료 즉, 유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학습

한다.

114445 고체반응론 (Solid Reaction)

열역학의 자유에너지 개념 정립을 통한 상전이의 구

동력과 상평형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핵

생성 및 성장에 대한 무기재료 내에서의 확산 이론을 

취급하며 또한 재결정을 포함하는 구조변화 등을 다룬다.

114446  미래기술과창업 
 (Future Technology and Venture)

무기재료, 금속재료, 복합재료분야 등의 첨단 학술

을 소개하고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 교수 및 초청강

사에 의한 최근의 제반 재료의 연구 분야 소개, 학생과 

강사와의 그룹 토의, 특수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

적인 연구조사 및 발표, 연구소 및 공장의 방문 견학을 

통한 문제점을 피력하고 그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함

께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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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47 세라믹합성 (Synthesis of Ceramic)

고순도의 무기재료 및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무

기재료를 얻기 위한 합성방법에 대한 강의를 목적으로 

한다. 무기물질의 화학반응을 구조 화학적으로 분류하

고 용융법, 용액법, 기상법, 고압법 등에 따른 고순도 

및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무기재료의 합성 방법에 대하

여 학습한다.

114448 파인세라믹스 (Fine Ceramics)

정밀요업재료를 정의하고 그들의 기능을 분류 설명

하고 재료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화물 이외에 천연으로 존재하지 않

는 비산화물 재료와 이들 재료의 복합화 및 정밀 요업 

재료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물의 영향을 다루

고 그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114453 열처리공학 (Heat Treatment)

금속이 열에 의해 변화하는 조직 및 기타 기계적성질

의 변화를 이미 배운 금속조직학 및 상 변태론과 관련

시켜 이해시키며 실제 열처리를 실시함에 있어 재료의 

선택, 공정 및 열처리 결함 및 대책을 실습 및 이론을 

통하여 깊이 있게 강의한다.

114457 전자현미경학 (Electron Microscopy)

제반재료의 미세구조 관찰에 필요한 투과 및 주사전

자현미경에 관하여 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파의 

선란, 전자렌즈와 전자현미경에 있어서의 전자광학계

를 간단히 소개 하며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있어서는 전

자파의 회절과 결정질 시편내에 존재하는 각종 결함의 

명암에 대한 운동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실습의 이해

를 돕도록 한다.

114500  신소재공학개론(1)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1))

첨단산업기술의 근간인 신소재의 개발과 응용의 중

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자결합과 결정구조의 이해, 재

료결함과 강화기구 및 고체 환산론 등을 강의한다.

114501  신소재공학개론2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금속재료 및 세라믹재료의 열역학적 거동 및 결정구

조를 다루며, 이들 재료의 제조방법과 사용 환경에서

의 조직변화와 기계적 및 기능적 특성변화에 관한 내용

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복합재료, 자성재료, 반도체

재료, 광학재료의 특성과 제조방법에 관하여 강의 한다.

114502 금속조직학 (Structure of Metals)

금속의 성질을 좌우하는 금속의 조직에 대하여 광범

위한 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사항을 체

계적으로 다룬다. 

114503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14504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4505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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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14506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4507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

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한다.

114508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4509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14510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4511  상변태 (Microstructure and Phase  
 Transformation in Metals)

각종 금속합금에서 일어나는 고상 상변태 현상에대

해, 상변태 기초이론, 속도론, 상변태 강화론, 마르텐

사이트 변태이론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한 이러

한 재료구조 및 상변태 현상이 재료강도 및 다양한 물

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관지어 학습한다.

114512 금속가공학 (Material Worging)

금속재료를 중심으로 한 공업재료의 탄성론, 소성론 

및 금속가공의 원리 등 재료 가공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여 단조, 압연, 인발, 압축 등의 가공방법의 원리와 

실제를 강의한다.

114990 현장실습 (Field Training)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응용력과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익힌다.

161001  공업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Industrial Subject)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 구성, 교수-학습

방법, 강의계획서, 교과목의 특성, 평가방법 등을 효

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

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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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2  공업교과논리및논술 (Introduction to  
 logic and essays for Industrial  
 Curriculum)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 논리 및 논술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161003  공업교과교수법 (Introduction to  
 Teaching Methods for Industral  
 Curriculum)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교수법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161006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공학 수학의 기본이 되는 상미분 방정식의 기본 원리

를 이해하고, 다양한 풀이 방식을 공부한다. 또한, 이

러한 상미분 방정식이 여러 가지 공학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공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

161007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 수학의 기본이 되는 선형대수학과 벡터미적분

학 등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분야가 여러 공

학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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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신소재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2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521 화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793 물리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200838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200839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2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2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200841 경제의이해

소                   계 17 17 0

2

교양필수 2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8 중국어회화(1)

교양필수 200821 일본어회화(1)

교양필수 2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522 화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794 물리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2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2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2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2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2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200800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2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2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214221 신소재공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20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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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2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전공필수 214201 결정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14 공업물리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선수과목

전공선택 214259 신소재기초실습(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86 세라믹상평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87 신소재응용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93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448 파인세라믹스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2 20 4

2

교양필수 2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9 중국어회화(2)

교양필수 200822 일본어회화(2)

전공필수 214204 재료의전자기적성질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14219 재료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60 신소재기초실습(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74 광학디스플레이소자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82 물리금속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91 전기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94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20 4

3 1

전공필수 214306 재료강도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185 전자재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61 신소재공학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84 분말소재공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90 재료조직및상변태 3 3 0 복수(부)전공 선수과목

전공선택 214303 비철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354 광세라믹스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355 비정질재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500 코업(1) 6 0 0

전공선택 214501 코업프로젝트(1) 12 0 0

전공선택 214990 현장실습 3 0 0

소                   계 42 19 4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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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214283 반도체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14302 철강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14310 세라믹공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62 신소재공학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73 고체물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76 금속접합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304 X-선회절및응용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502 코업(2) 6 0 0

전공선택 214503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37 17 4

4

1

전공선택 214230 캡스톤디자인(1) 4 2 4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4275 극한기능재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79 나노재료합성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92 전자패키징재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446 미래기술과창업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447 세라믹합성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453 열처리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457 전자현미경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504 코업(3) 6 0 0

전공선택 214505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39 19 4

2

전공선택 214090 복합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31 캡스톤디자인(2) 4 2 4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4264 고체반응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77 나노소재응용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78 나노재료물성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85 비파괴신뢰성평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88 에너지재료및소자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289 재료분석기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4506 코업(4) 6 0 0

전공선택 214507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40 20 4

합                   계 237 15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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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14090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복합재료의 의미 및 종류 즉 섬유 강화복합재료,분

산강화복합재료 (cermet계 복합 재료, clad재료등) 

각종 복합 재료의 강화 기구 및 특성을 이해시키며 특

히 강화재와 기지간의 화학적 안정성이 전체 복합 재료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의한다.

214185 전자재료 (Electronic Materials)

무기재료의 전기적 성질 및 자기적 성질에 대한 포괄

적인 이론을 강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무기 전자재료

의 종류 및 특성을 소개하고 그들의 제법을 다루며 유

전재료, 고주파 절연재료, 콘덴서 재료, 압전 재료,초

전재료, 반도체재료, 초전도재료 등 각 재료에 대한 이

론, 특성,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214201  결정학개론 (Introduction to  
 Crystallography)

결정 기하와 결정 화학의 기초를 주제로 하여 결정질 

재료의 내부구조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정기하

에서는 결정축계와 축 변환에서부터 공간격자와 공간

군까지를 설명하고 결정 화학에서는 화학결합을 소개

하고 무기화합물의 구조를 설명함과 동시에 구조의 특

성 및 상의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214204  재료의전자기적성질 (Electromagnetic  
 Property of Materials)

재료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물성론에 입각하여 전자

기 재료의 실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응

용 할 수 있도록 물성과 구조의 연관 관계에 따라 절연

재료, 도전재료, 반도체 재료, 전자재료, 자성재료 등

의 이론적인 고찰을 다룬다.

214214  공업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in  
 Engineering)

제반 화학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화학열역학을 강의

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기체의 성질, 열역학제법칙의 

개념과 관계식, 순수물질 및 단순혼합물의 물리적변환 

화학반응 및 평형에 관한 열역학적 검토 방법을 논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고찰을 연습문제를 통하여 화학 현상

에 관한 실제적인 이해가 되도록 학습한다.

214219  재료열역학 (Introduction to  
 Metallurgical Thermodynamics)

열역학의 여러 법칙을 기초로 하여 1성분계의 상평

형, 응축상의 반응, 용액의 성질, 2성분계의 상태도, 

반응평형 등 열역학의 재료 공학적 응용에 대하여 강론

한다.

214221  신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금속재료 및 세라믹재료의 열역학적 거동 및 결정구

조를 다루며, 이들 재료의 제조방법과 사용 환경에서

의 조직변화와 기계적 및 기능적 특성변화에 관한 내용

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복합재료, 자성재료, 반도체

재료, 광학재료의 특성과 제조방법에 관하여 강의 한다.

21423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졸업에 필요한 필수 영역으로 논문 수행시, 보다 효

율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실험

실습은 통하여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논문 실험결과

를 수시로 세미나 하며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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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3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졸업에 필요한 필수 영역으로 논문 수행시, 보다 효

율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실험

실습은 통하여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논문 실험결과

를 수시로 세미나 하며 발표한다.

214259  신소재기초실습(1) (New Materials  
 Basic Experiments(1))

재료의 정량분석실험에 대한 기본 조작과 결정의 상

전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규산질 광물, 

내화물과 같은 무기재료와 합금과 같은 금속재료의 구

성 성분 요소의 정량분석을 용량, 중량, 전해법등을 이

용하여 종합적으로 행한다.

214260  신소재기초실습(2) (New Materials  
 Basic Experiments(2))

표면처리의 기초이론과 기본공정 및 응용분야, 그리

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기본조직을 습득하고자 한

다. 금속 및 합금의 물성조사 분석 등 각종 검사를 한다.

214261  신소재공학실험(1) (New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s(1))

무기재료의 기본물성을 익히고, 무기재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측정방법 및 계산방법 등의 기초적인 실험

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즉, 화학 분석치를 이용한 

조합 계산하여 분쇄, 건조, 성형과정을 거쳐 소성하여 

시편을 제조하는 훈련을 한 후, 조성별로 제조된 시편

의 기계적 강도 등을 측정하여 소결체의 양부를 검토하

고 무기재료의 제반 물성 측성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214262  신소재공학실험(2) (New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s(2))

금속 및 합금재료의 물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금

속 조직학적 실험으로서 새로운 재료의 연구개발에 기

초가 되는 재료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

의 금속조직학적인 실험실습을 다룬다.

214264 고체반응론 (Solid Reaction)

열역학의 자유에너지 개념 정립을 통한 상전이의 구

동력과 상평형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핵

생성 및 성장에 대한 무기재료 내에서의 확산 이론을 

취급하며 또한 재결정을 포함하는 구조변화 등을 다룬다.

214273  고체물리 
 (Introduction to solid state physics)

재료과학의 기본을 형성하는 고체물성을 원자단위의 

물성과 거시적 물성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이해한

다. 재료의 금속성, 반도성, 그리고 유전적 특성 등을 

고체결합, 전자운동, 에너지대 이론 등을 통하여 이해

하여 재료의 전자기적 물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고체의 결정구조, 고체내의 결합, 비

열, Phonon, 전기 전도도 및 열전도도,초전도성, 자

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14274  광학디스플레이소자 (Optoelectronics  
 and Display Devices)

현대 전자제품의 첨단기술 집합체인 디스플레이소자

에 있어서 이론적 배경인 광전자, 강유전체, 광자기효

과, 홀로그램 등의 기초에 대하여 다룬다. 또한 각종 

디스플레이 소자의 구조, 제조법, 작동원리등에 관하

여 강의한다.

214275  극한기능재료 (Advanced Materials  
 for Extreme Environments)

초고온, 초고압, 초고강도, 초고내식 등 극한 환경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 학습한다. 초고온용 

소재로 초내열합금, 초내열 코팅재료 등을 다루며, 나

노기술 및 복합강화 기술을 적용한 초고강도구조용 소

재 등을 강의한다.

214276  금속접합공학 
 (Metal Joining  Technology)

금속과 금속을 이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 중 야금

학적인 접합 방법인 용접과 납접에 대해 강의한다. 특

히, 각종 용접법의 원리와 용접의 응용, 용착현상등 용

접야금에 관한 사항을 이해시키고 Arc용접,Gas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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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용접, Mig용접, 탄산gas용접 등의 용접시설을 이

용하여 각종 용접실습 후 야금학적 관찰을 통해 각종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 검토한다.

214277  나노소재응용 
 (Nano-Materials Application)

나노입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이론과 나노입자의 벌

크화에 대한 소결이론 등을 강의한다. 또한, 나노소재

의 기계적 및 기능적 특성을 이용한 공업적 응용과 특

성제어를 위한 다양한 공정 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214278  나노재료물성 
 (Properfies of Nano materials)

21세기에 폭발적인 성장과 비약적인 기술 개발이기

대되는 나노재료를 나노 소자로의 응용시 필요한 재료

물성에 관하여 강의한다. 나노 반도체에서의 전자 전

달 및 Potential, 양자점에서의 전자이동, Self-

assembled 분자구조, 감광성, 나노 클러스터, 다공 

구조체와 더불어 나노 재료의 광학적 물성 등을 다룬다.

214279  나노재료합성 
 (Synthesis of Nano Materials)

바이오, 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나노재료의 합성방법, 구조에 대하여 이해한

다. 나노구조체의 제조방법, 분석방법, 물성과 응용분

야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강의하며, 특히, 0차원, 1

차원, 2차원, 3차원등 저차원 나노구조체의 실질적인 

합성방법을 최근 논문들을 소개하는 과정을통하여 최

첨단 나노소재합성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

는다.

214282 물리금속 (Physical metallurgy)

금속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금속이

론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금속의 구조와 결정립, 전

위, 석출물 등의 미세조직 인자에 대한 기초 개념을 강

의하고 이러한 인자가 금속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학습한다.

214283  반도체재료 
 (Semiconductor Materials)

첫째 고체의 결정 주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

너지 밴드, 브릴루앙 존, 페르미 레벨 등에 대한 이론

과 반도체 재료의 물성, 접합으로 인한 소자의 작동원

리 등에 관하여 이론적인 강의를 진행한다. 둘째 박막

재료의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박막공정에 관하여 강의한

다. 셋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및 응용에대하여 다룬다.

214284  분말소재공정 
 (Powder Materials Processing)

분말을 이용한 재료가공 기술은 주조법에 비해 비교

적 낮은 온도에서 부품 제조가 가능하고, 고용도가 거

의 없는 합금 및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으며, 복잡

한 형상의 제품을 정형에 가깝게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적으로 분말소재의 응용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최근의 나노기술(NT)에 있어서

도 분말소재는 중요한 핵심기술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분말소재의 제조, 성형 및 소결 공정, 

특성평가 및 공업적 응용으로 구분하여 이론적인 내용

과 함께 제품의 생산 및 응용에 필요한 공정기술에 대

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214285  비파괴신뢰성평가 (Nondestructive  
 and Reliability Evaluation)

재료 특성의 비파괴적 평가방법 및 거시 결함의 비

파괴검출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에 

대한 개념, 소재 내구성, 부품 파손 현상 해석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산업 플랜트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4286  세라믹상평형  
 (Ceramic Phase Diagrams)

세라믹 재료의 열혁학적 평형 및 이에 따르는 상평형 

상태도를 다룬다. 2성분계로부터 시작하여 비산화물의 

4성분계 까지 상태도를 이해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세라믹 재료의 합성과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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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87  신소재응용 (Application of  
 Advanced Materials)

신소재는 구조용 및 기능성 부품의 핵심재료로서산

업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신소재의 개

발 및 응용을 위한 기초이론 및 응용기술을 강의하여 

재료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통하여 연

구와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14288  에너지재료및소자  
 (Energy materials and devices)

다양한 에너지 소자 즉 연료전지, 태양전지, 배터

리, 캐패시터등에 들어가는 최신 에너지 재료에 대하

여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에

너지 재료의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제 응용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214289  재료분석기술  
 (Materials Analyzing Technology)

본 강좌에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

양한 재료 분석 기술 중 기존 커리큘럼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 재료 분석기술에 대해 그 원리와 실제 측

정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즉, 가장 

기초적인 재료의 분석법인 TG(Thermogravim

etry),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

etry),TMA(Thermomechanical Analysis), 

DMA(Dynamic Mechanical Analysis) 분석

에서부터 재료 표면 성분의 분석법인 AES(Auger 

ElectronSpectroscopy), ESCA(Electron 

Spectroscopyfor Chemical Analysis) 및 재료 

성분의 정량 분석법인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그리고 최근 고분자 재료의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FTIR(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metry등의 분석 기술을 다루게 될 것이다.

214290  재료조직및상변태 (Microstructure and  
 Phase Transformation in Metals)

각종 금속합금에서 일어나는 고상 상변태 현상에대

해, 상변태 기초이론, 속도론, 상변태 강화론, 마르텐

사이트 변태이론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한 이러

한 재료구조 및 상변태 현상이 재료강도 및 다양한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관지어 학습한다.

214291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본 학문을 통하여 전극 소재와 전해질 계면에서의 전

자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작용에 대하여 다룬다.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의 습득 후에 다양한 전기화학의 

응용 중에서 최신 에너지 전기화학(배터리,연료전지, 

태양전지, 캐패시터등)에 대해서 강의 한다. 따라서 수

업의 최종 목표는 전기화학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과 

더불어 에너지 전기화학에 대한 응용을 학습 한다.

214292  전자패키징재료 (Electronic  
 Packaging Materials)

본 과목에서는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 부품의 

후 제조공정 및 PCB 상의 실장 공정을 학습하고,이에 

사용되는 각종 접합 재료, PCB 재료, 그리고 기타 금

속 및 고분자 재료의 물성을 고찰하여 마이크로패키징 

기술의 발전 상황을 이해한다.

214293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공학 수학의 기본이 되는 상미분 방정식의 기본 원리

를 이해하고, 다양한 풀이 방식을 공부한다. 또한, 이

러한 상미분 방정식이 여러 가지 공학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공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

214294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 수학의 기본이 되는 선형대수학과 벡터미적분

학 등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분야가 여러 공

학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을 공부한다.

214302 철강재료 (Ferrous Materials)

철강 재료의 조직과 성질을 관련시켜 주철, 합금강,

기계 구조용강, 스테인레스강과 내열강, 특수용도강등

의 여러 가지 최신의 문제들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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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03 비철재료 (Non-ferrous Materials)

동 및 동합금, 경금속 및 경합금 등 여러 비철재료, 

합금에 있어서의 다성분계 평형상태도의 구조 및 해

석, 석출과 시효경화 등 신 금속에 관하여 강의한다.

214304  X-선회절및응용 (X-ray Diffraction  
 and Application)

X-선에 의한 결정구조해석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험

방법을 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X-선 발생 및 실험, 

X-선 회절과 실험방법, X-선의 강도와 구조인자, 소

멸규칙, Fourier변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X-선의 

분말회절 방법 및 여러 가지의 단결정 회절방법과 이들

의 해석방법을 강의와 실험을 통하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14306  재료강도학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공업재료의 강도에 대한 제 특성의 기초적 이론의 이

해를 위해 재료의 미세구조와 탄성, 결정의 격자결함

과 특성, 결정의 소성과 항복현상 및 강화기구에관하

여 강론하며, 거시적 강도특성과 미시적 기구를 관련

짓기 위해 파괴, 피로, creep을 강의한다.

214310 세라믹공정 (Ceramic Process)

무기재료의 제조시 거쳐야 할 각 공정에 대한 기초이

론 및 제반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 다루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질이동, 열 이동, 분체, 원료의 정

제, 선별, 여과, 원심분리, 혼합성형, 건조 등의조작

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각 장치에 대한 응용을 강의

한다.

214354 광세라믹스 (Optical Ceramics)

무기재료의 광학적 성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굴절, 산란, 투광성 그리고색

채 등의 광학적 성질 및 이에 미치는 무기재료의 조성

과 미세구조의 영향을 살핀다. 아울러 레이저, 비선형 

광학소자, 전기 광학소자 등의 광기능 무기재료의 소

자 제조공정과 공업적 이용에 관해 다룬다.

214355  비정질재료  
 (Non-crystalline Materials)

비정질재료의 형성과정, 상 분리현상 그리고 비정질 

무기재료의 구조와 그 물리적, 전기적, 광학적, 자성

적, 화학적 제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정질재료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응용되고있는 산

화물 비정질재료 즉, 유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학습

한다.

214446  미래기술과창업  
 (Future Technology and Venture)

무기재료, 금속재료, 복합재료분야 등의 첨단 학술

을 소개하고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 교수 및 초청강

사에 의한 최근의 제반 재료의 연구 분야 소개, 학생과 

강사와의 그룹 토의, 특수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

적인 연구조사 및 발표, 연구소 및 공장의 방문 견학을 

통한 문제점을 피력하고 그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함

께 토의한다.

214447 세라믹합성 (Synthesis of Ceramic)

고순도의 무기재료 및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무

기재료를 얻기 위한 합성방법에 대한 강의를 목적으로 

한다. 무기물질의 화학반응을 구조 화학적으로 분류하

고 용융법, 용액법, 기상법, 고압법 등에 따른 고순도 

및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무기재료의 합성 방법에 대하

여 학습한다.

214448 파인세라믹스 (Fine Ceramics)

정밀요업재료를 정의하고 그들의 기능을 분류 설명

하고 재료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화물 이외에 천연으로 존재하지 않

는 비산화물 재료와 이들 재료의 복합화 및 정밀 요업 

재료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물의 영향을 다루

고 그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214453 열처리공학 (Heat Treatment)

금속이 열에 의해 변화하는 조직 및 기타 기계적성질

의 변화를 이미 배운 금속조직학 및 상 변태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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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이해시키며 실제 열처리를 실시함에 있어 재료의 

선택, 공정 및 열처리 결함 및 대책을 실습 및이론을 

통하여 깊이 있게 강의한다.

214457 전자현미경학 (Electron Microscopy)

제반재료의 미세구조 관찰에 필요한 투과 및 주사전

자현미경에 관하여 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파의 

선란, 전자렌즈와 전자현미경에 있어서의 전자광학계

를 간단히 소개 하며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있어서는 전

자파의 회절과 결정질 시편내에 존재하는 각종 결함의 

명암에 대한 운동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실습의 이해

를 돕도록 한다.

214500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14501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214502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14503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214504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14505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214506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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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14507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214990 현장실습 (Field Training)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응용력과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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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전공선택 141001 기초소프트웨어응용 2 1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MSC

소                   계 20 18 6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선택 전문교양

전공선택 141002 공학기술의이해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문교양

소                   계 20 19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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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교양필수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학문기초 인증선택 MSC

전공선택 104022 건설재료학및실험(1)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024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04029 유체역학및실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518 창의공학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전공선택 141003 재료역학및실험(1)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20 16 8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선택 104023 건설재료학및실험(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025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MSC

전공선택 104027 수리학및실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700 컴퓨터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MSC

전공선택 104715 측량정보공학및실습 4 2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04 재료역학및실험(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20 15 12

3 1

전공선택 104031 응용동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033 지형공간정보및실습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356 구조실험 2 0 4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447 하천및수문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718 RC구조해석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41005 토질역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06 수리모델및실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07 건설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08 코업(1) 6 0 0

전공선택 141009 코업프로젝트(1) 12 0 0

전공선택 162001 구조역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44 22 8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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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04021 건설사업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305 상수도시스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04597 토질실험 2 0 4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687 강구조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4721 RC구조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전공선택 141010 수자원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11 토질역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12 코업(2) 6 0 0

전공선택 141013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62002 구조역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41 19 8

4

1

전공선택 104060 강구조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전공선택 104441 전산구조해석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04505 하수도시스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04537 캡스톤디자인 4 0 8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4

전공선택 104726 지반기초및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전공선택 141014 도로공학및실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15 PSC구조및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16 해안및항만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17 구조물유지관리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18 코업(3) 6 0 0

전공선택 141019 코업프로젝트(3) 12 0 0

전공선택 141020 현장실습 2 0 0

소                   계 48 18 20

2

전공선택 141021 암반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22 기술경영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문교양

전공선택 141023 수공전산해석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24 교량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25 철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26 해양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27 재생공학및실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1028 코업(4) 6 0 0

전공선택 141029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39 20 2

합                   계 252 14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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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04021  건설사업관리 (Project Management  
 in Construction)

본 과목에서는 발주방식(입찰, 계약 방식), 원

가관리(적산, 견적, VE), 공정관리(공정계획, 자

원 활용계획, 공기 단축, 진도관리(EVMS)) 등

과 같이 건설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각 단계(기

획, 설계, 조달, 시공 및 유지관리)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관리기법 및 경영지

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major project management techniques 

applied to ensure the success of modern 

day construction projects. Topics covered 

include project delivery methods(low cost, 

DBB, DB), cost management(estimation 

and value  engineer ing),  p lanning 

and scheduling(CPM/PERT), resource 

allocation, EVMS) and life cycle cost 

analysis(LCC). Methods discussed and 

studied are essential for students who are 

to lead and manage global construction 

projects of the future.

104022  건설재료학및실험(1) (Construction  
 Materials: Fundamentals &  
 Testing(1))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역

청재료의 종류 및 성질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실습을 통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재료선정에서부터 시

공의 각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설재료에 관한 실무

를 익히고자 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types and attributes of the major 

materials used in modern construction 

including cement, aggregates, concrete 

and asphalts. Theories taught in lectures 

are then reinforced through corresponding 

laboratory experiments, allowing students 

to understand methods used to perform 

quality tests. Such tests allows students 

to determine and select the appropriate 

materials in real-world construction 

projects.

104023  건설재료학및실험(2) (Construction  
 Materials: Fundamentals &  
 Testing(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역

청재료의 종류 및 성질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실습을 통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재료선정에서부터 시

공의 각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설재료에 관한 실무

를 익히고자 한다.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types and attributes of the major 

materials used in modern construction 

including cement, aggregates, concrete 

and asphalts. Theories taught in lectures 

are then reinforced through corresponding 

laboratory experiments, allowing students 

to understand methods used to perform 

quality tests. Such tests allows students 

to determine and select the appropriate 

materials in real-world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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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24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공학문제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하는 경향에 맞추

어 수치해법의 기초를 다룬 다음 주로 2차 편미분 방

정식의 수치해를 여러가지 서로 다른 경계조건에 따

라 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후반부에서는 자료를 처리

하는 통계적 방법과 신뢰성구간을 다루며, 또한 대상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과 확률함수의 성질을 다

룬다. Numerical methods will be taught in 

the first half of this course. After having 

reviewed the fundamentals of numerical 

methods, a variety of numerical methods 

will be applied for solving 2nd-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taking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into account. In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to treat data statistically in order 

to bring them into probability functions 

with a certain level of confidence interval.

104025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고급 응용수학의 기초로써, 미분 연산자, 선형, 애

드조인트 연산자, 델타 함수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그린 함수의 유도과정을 공부한다. 우

선상미분방정식에 대한 그린 함수를 유도한다. 다음

은 3가지 형태의 편미분방정식에 대한 그린 함수에 대

해 공부한다. 고유함수에 의한 해법도 다룬다. This 

is an introduction to applied engineering 

mathematics. Students will first discuss 

the following mathematical preliminaries: 

differential operators, linear operators, 

adjoint operators, self-adjoint operators, 

delta functions, and weak derivatives. 

Next, students will discuss the construction 

of Green’ s function and eigenfunction 

methods for a simpl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Students will then study the 

application of Green’s functions in the 2nd 

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of three 

types.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s for 

the well-known integral method, i.e., the 

panel method.

104027 수리학및실험 (Hydraulics and Lab)

유체역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

의 수리학적 현상을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

달한 응용학문의 한 분야로써 관수로, 개수로, 수

류의측정, 흐름의 저항, 토사의 유송 및 지하수를 

배운다.또한 기본적인 수리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

증한다. Hydraulics is one of the applied 

sciences developed for dealing with 

various hydraulic phenomena by using the 

fundamental theories discussed in fluid 

mechanics. Pressurized and gravitational 

flows, measurement of velocity, resistance 

against flows, sedimentation, and 

groundwater are mainly discussed in this 

class. On top of it, the theories will be 

demonstrated by the fundamental hydraulic 

experiments.

104029  유체역학및실험  
 (Fluid Mechanics & Lab)

유체의 거동을 역학적으로 다루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로써 유체의 성질, 유체운동의 기초적 개

념 및 적용을 다룬다. Fluid mechanics is one 

of the fundamental sciences dealing with 

the movement of fluids dynamically. In 

this course the characteristics of fluids, 

basic theories and its applications of the 

movement of fluids will be discussed.

104031  응용동역학  
 (Theory of Applied Dynamics)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움직임에 따르는 현상

들을 학습하고 공학분야에의 응용을 연구하는 과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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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질점과 강체의 운동에 대해 배우고, 동역학에 대

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며, 구조물의 운동방정

식을 유도하여 구조물의 운동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기초적인 구조 진동에 대하여 소개한다. Students 

begin the study of dynamics, the part of 

mechanics that deals with the analysis of 

bodies in motion. Moreover, this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response of structures and of 

the common analysis techniques employed 

to evaluate these responses. The emphasis 

remains 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mechanics and on their 

application to the solution of engineering 

problems, and vector analysis is presented 

chiefly as a convenient tool.

104033  지형공간정보및실습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Practice)

지형공간정보는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저

장, 분석, 처리 및 출력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

을 의미한다.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영상취득 및 해

석에 관한 이론, 영상에 의한 3차원 공간정보 추출 

기법 및 오차,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공간

정보활용 기술을 다룬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technique and science 

related to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captures, stores, analyzes, manages, and 

presents data that is linked to location. 

Technically, GIS 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which includes mapping software 

and its application with remote sensing, 

land surveying, aerial photography, 

mathematics, photogrammetry, geography, 

and tool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 GIS 

software.

104060  강구조설계  
 (Design of Steel Structures)

강구조공학에서 다루어진 강재에 대한 이론적 지식

을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강재 부재 및 구조체에 대하

여 설계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각 구조물 형식별로 

적용되는 시방서에 대한 이해, 실제 설계과정 및 설계

결과물의 작성방법을 주로 다룬다.

104305 상수도시스템 (Water Supply System)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전반에 걸친 상

수도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기법, 정수처리과정과 상

수도 수질기준 및 그 분석 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In 

this course, the design and components of 

the entire water supply system including 

intake, water convey, water purification, 

and water distribution are discussed. In 

addition, design of the water treatment 

plant, water quality standards, and 

methods to analyze the water pollutants in 

drinking water systems are delivered.

104356 구조실험 (Structural Lab.)

구조실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콘크리트의 구조

물의 합리적인 설계,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학

습을 한다. Experimental study of behavior 

of members and structures. Planning, 

executing, and reporting experimental 

studies. Introduction to instrumentation 

and data acquisition. Nondestructive 

testing of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Steel, reinforced concrete, and other 

materials.

104441  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구조역학을 기초로 하여 전산을 이용한 구조해석

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에 의한 구조해석을 다루며, 우

선 유한요소법의 기초가 되는 매트릭스 구조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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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을 유연도법과 강성도법에 대하여 공부하

고, 실제 전산해석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그 결과의 

응용에 대해서 강의한다.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of finite element methods (FEM) 

and applications to structural and solid 

mechanics and heat transfer. Direct matrix 

structural analysis; weighted residual, 

least squares, and Ritz approximation 

methods; shape functions; convergence 

properties; isoparametric formulation of 

multidimensional heat flow and elasticity; 

numerical integration. Practical use of 

FEM software; geometric and analytical 

modeling; preprocessing and postprocessing 

techniques

104447  하천및수문학 (River Engineering 
and Hydrology)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순환과정 중 강수, 증발 및 

증산, 침투와 침루, 지표수유출 등의 기본이론을 이

해하고 환경,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에 적용되는 과

정을 강의한다. During the hydrological cycle, 

the fundamental theories on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surface runoff, and 

infiltration are discussed. Also, students 

will learn how these theories can be applied 

to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104505 하수도시스템 (Wastewater System)

하수도 시스템의 이해, 하수의 수질특성과 분석 

기법, 하수처리의 단위 공정 이론 및 설계기법에 관

하여 학습한다.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to understand the general wastewater 

system, and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and methodologies to analyze 

it. Also, the fundamental concepts of 

unit operations and design methodologies 

commonly used in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are discussed.

104518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창의성의 개념과 창

의적 사고과정을 교육하고, 창의성에 기초하여 도출

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형상화하고 설계하며 간단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팀을 이루어 제작하게 해봄으

로써 향후 접하게 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

고 팀웍배양능력 및 발표능력도 함께 달성하게 한다. 

Students learn the definition and necessity 

of the creativity especially in engineering 

design domains. Various theories and tools 

are introduced to stimulate the potential 

creativity of individual or team. As a 

team member each student will practice 

engineering design process-design 

input and output, documenting design 

compromises, validation and presentation-

these are key issues in a design program.

104537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 모든 4학년 2학기 생들

이 지난 4년간 교과과정을 통하여 학습한 창의/기초설

계 및 전공 각 분야 타당성 검토 수준의 설계 등을 상

호연관 시켜 총합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최신 주제

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팀 단위의 밀

착지도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통하여 현

실적인 통합설계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최종과정의 종

합설계 교과목이다. The senior capstone design 

program allows civil engineering student 

teams to solve actual engineering problems 

based on the acquired knowledge from 

the previous relative courses. Students 

practice in teams with their faculty advisor 

on identifying, solving and designing the 

various types of structures.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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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e entire design process from 

concept to presentation.

104597 토질실험 (Soil Lab.)

토질실험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흙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 규명하기 위한 표준시험방

법을 배운다. 흙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시험으로 물리

적 특성을 규명하는 시험(함수비, 비중, 체분석, 비중

계 분석등)과 흙의 연경도을 분석하는 시험(액성한계, 

소성한계, 수축한계 시험 등)이 있다. 또한 역학적 특

성을 규명하는 시험으로 다짐시험, 현장들밀도시험, 

CBR 시험, 압밀시험, 직접전단시험 일축압축시험 및 

삼축압축시험 등이 있다. 토질실험에서는 각종시험을 

위한 시료준비, 시험기작동방법 및시험Data 정리방법 

등을 배운다.

104687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토목 구조물에 쓰이는 2대 재료중의 하나인 강재

에 대하여 그 재료 및 거동 특성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

다. 또한 강교와 판형교, 트러스교 및 합성형교를 설

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 및 부재의 접합론에 대하

여 공부하며, 강교 설계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어진 설

계하중이나 조건 등에 의하여 강교 설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the design 

concept of bridges, buildings and other 

steel structures, and the detailed design of 

their structural members. The main aim of 

this course is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the detailed design of connection members 

as well as structural members under 

tension, compression, flexure and torsion 

according to various design standards.

104700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MATLAB 활용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기본적

인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

양한 건설공학적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배

양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fundamental 

programing method for various civil 

engineering problems using the MATLAB 

program instead of the traditional Fortran 

course.

104715  측량정보공학및실습 (Geomatics  
 Engineering and Practice)

21세기의 측량기술은 3차원 위치결정 기법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고있다 지구 및 우주공간상에 존재하는 제점간의 상

호 위치관계를 결정하는 측량의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제점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거리 및 각측량 방법과 이를 토대로 평면

좌표를 결정하는 다각측량, 삼각측량, 높이를 결정하

는 수준측량을 다룬다.

104718 RC구조해석 (RC Structure Analysis)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적 특성을 이해하고 철근콘

크리트 부재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

여 기본 부재에 대한 휨 및 전단거동을 습득시켜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알게 한다.

104721 RC구조설계 (RC Structure Design)

철근콘크리트 기본 부재의 역학적 거동에 관련된 지

식을 바탕으로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계방법을 설

명하고, 기둥 및 기초에 관련된 설계 방법을 습득시켜 

부재 요소 차원에서의 설계 관련 사항을 알게 한다.

104726  지반기초및설계 
 (Ground Foundation and Design)

지반기초공학은 교량, 댐, 도로, 건물 등과 같은 구

조물의 설계나 시공에 토질역학의 원리와 이론을 응용

하는 학문으로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설계회

사와 시공회사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어려움에 부딪히

는 분야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능력

을 배양하여 실무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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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1  기초소프트웨어응용 
 (Application of Basic Software)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컴퓨터 관련 

지식을 토목분야에 응용하고자한다. 컴퓨터를 구성하

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

득하고, 토목 IT 분야에 대한 지식과 최신 기술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엑셀,파워

포인트)의 실습을 통해 토목분야 응용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을 학습한다.

141002  공학기술의이해 
 (Engineering Technology

토목공학은 국토를 대상으로 보전,개수,개발경영을 

맡는 공학으로서, 역사적으로는 군사공학에 대비해서 

인간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학을 총칭한 학문으로서 발

달해왔다. 그후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여러 공학이 각

각 진보함에 따라 전문화하고 분리 독립하였으므로 오

늘날에는 서로 연관성이 깊고 또 사회공공성이 강한 분

야의 공학이 통합된 학문이 되어있다. 따라서, 토목공

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수강자에게 토목공학 이외의 공

학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41003  재료역학및실험(1) (Materials  
 Mechanics & Lab.(1))

축하중을 받는 구조재료의 인장, 압축, 전단 및 비틀

림에 대한 기초 이론과 응력-변형률 관계로부터 탄성, 

소성 및 파괴거동을 숙지하고, 외력에 의한 단면력 산

정 기법과 단면력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변형에너지 

이론에 대한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한편, 보의 순수굽

힘에 의한 수직응력과 변형률 관계, 순수전단에 의한 

전단응력과 전단 변형률 관계를 숙지하며 원현단면에

서의 비틀림 거동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더불어 각

종 재료역학 실헙장비를 활용하여 그룹별 실험실습을 

병행하며 이로서 이론과 실험치와의 비교 분석 결과로

부터 강도 및 강성 그리고 다양한 구조적 거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141004  재료역학및실험(2) (Materials 
Mechanics & Lab.(2))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과 

응력에 대한 개념과 합성보의 해석 방법 그리고 다양한 

구조용 단면에 발생하는 전단응력, 전단중심의 개념

을 숙지하고, 보의 처짐해석을 위한 적분방법 등 다양

한 해석기법을 소개한다. 한편, 부정정보의 개념과 그 

해석기법, 그리고 다양한 지지조건하에서 기둥의 좌굴

이론과 안전성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다양한 실험실

습 모듈에 의한 실험실 실험을 병행하여 해석치와 실험

치의 비교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거동 분석이론을 습득한다.

141005 토질역학(1) (Soil Mechanics(1))

흙은 토목공사에서 가장 유용한 재료이다. 성공적인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흙-구조물의 설

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토질역학은 기본적 흙의 성질, 

공학적분류, 응력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다루며 토질

역학(2)에서는 흙-구조물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필요

한 이론적 내용을 다룬다. 토질역학의 주된 내용으로

는 흙의 생성과 구조, 흙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기본적 

물리적 성질, 지반에 발생하는 응력, 흙 속의 물의 흐

름 등을 배운다.

141006 수리모델및실험 (Hydraulic and Lab.)

수리학의 여러 이론적 기초지식을 모형의 운영과 실

험을 통하여 이해하며 실험자료의 정리와 보고서를 작

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유속측정, 웨어, 오리피

스, 벤츄리메타, 레이놀드실험 및 마찰손실측정시험 

등을 실시한다.

141007  건설시공학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토공, 토목기계, 콘크리트공, 기초공, 터널공 등 시

공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이론 및 계획에 관한 

학문으로써 철도, 도로, 댐, 항만, 공항, 교량, 하천, 

부지조성, 준설공사, 터널공사 등 토목공사 전반에 걸

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일？넉인 건설공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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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각 공종별 시공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토목기술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자 한다.

141008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1009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1010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 Engineering)

물을 이용하기 위한 각종 구조물(저수지, 댐, 여수

로 수문 등)의 특성과 계획, 방법 등을 공부한다.

141011 토질역학(2) (Soil Mechanics(2))

흙은 토목공사에서 가장 유용한 재료이다. 성공적인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흙-구조물의 설

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토질역학은 기본적 흙의 성질, 

공학적분류, 응력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다루며, 흙-

구조물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론적 내용을 다

룬다. 토질역학의 주된 내용으로는 흙의 생성과 구조, 

흙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기본적 물리적 성질, 지반에 

발생하는 응력, 흙 속의 물의 흐름 등을 배운다.

141012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1013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1014 도로공학및실험 (Highway Engineering)

도로의 조사와 계획, 도로의 기하학적 설계, 도로의 

배수, 도로의 토공, 토질도, 노상, 노반포장, 역청재

료, 역청포장, 콘크리트포장에 대해 배운다.

141015  PSC구조및설계 (P.S.C. Structure :  
 Theory and Design)

PSC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을 배우기 위

하여 구성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철근콘크리트와 비교

한 후 P/C의 특성 및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에 대하여 

공부하며 설계이론을 배우며 또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

제적인 설계실습을 실시한다.

141016  해안및항만공학 
 (Coastal and Harbor Engineering)

파의 운동과 회절, 굴절, 반사 및 설계파 추산, 해안 

변형, 호안 방파제 등 고정 해안구조물의 설계와 준설, 

항만의 계획과 운영 그리고 시설물들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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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7  구조물유지관리공학 (Structure  
 Maintenance and Repair)

완공된 구조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구조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물을 일상적으로 점

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 시간

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물의 개량, 개수, 보강을 하는 

공법을 취급한다.

141018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1019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1020 현장실습 (Field Training)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141021 암반공학 (Rock Engineering)

산지가 대부분인 국내 지형득성상 각 건설공사에서 

늘상 암반을 접하게 되며 특히, 터널 및 지하공간에 관

한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 암반공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암반의 특성과 분류

방법, 암반사면의 안정성, 터널과 지하공간에서의 암

반거동에 대해서 배운다.

141022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공학적 지식과 경영학적 지식의 접목을 통하여 기술

주도사회에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전략 수립과 

기술과 기획, 설계, 조달, 시공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

는 사업 시행의 각 단계별 주요 업무의 최신 계획 및 관

리기법을 종합적으로 학습함.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무적

인 기법에 대하여 강의함.

141023  수공전산해석 (Computatuional  
 Analysis in Water Resources  
 Engineering)

수자원 분야의 실무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컴퓨터 프

로그램의 활용법과 배경이론을 배운다.

141024 교량공학 (Brigde Engineering)

토목구조물 중 대표적인 교량에 대하여 여러 교량 형

식별로 그 구성 및 거동특성에 대하여 개념적인 지식을 

다루며, 교량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설계법, 

설계과정, 시방서 독해 및 설계결과 작성에 대해 강의

한다.

141025 철도공학 (Railway Engineering)

철도선로를 만든 후에 동력을 이용하여 철도 차량을 

운행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시설로서 철도교

통의 특성, 철도의 분류, 철도선로, 노선선정, 철도의 

구조, 철도의 설비 및 보선, 철도계획 등을 이용하여 

철도 교통의 시설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141026 해양공학 (Ocean Engineering)

바람, 조류, 파랑 등의 해양환경하중의 예측과 선형 

구조동역학 및 해양구조물설계, 계류선과 예인 해석, 

유체와 구조물의 상호작용, 수중에 잠재한 구조물의 

진동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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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7  재생공학및실험 (Engineering of  
 Recycling Materials & Lab)

The growing demand on our nation’s 

roadways over that past couple of decades 

and the need to provide a safe,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roadway system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need to rehabilitate 

our existing pavements. Thus, this lecture 

covers asphalt recycling and reclaiming 

required for all of our societal goals of 

providing safe, efficient roadways, while 

at the same time drastically reducing both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energy 

consump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pavement reconstruction.

141028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1029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62001 구조역학(1) (Structural Analysis(1))

재료역학에서 배운 개념 및 지식을 바탕으로 주로 

정정구조물에 대해서 하중에 대한 거동의 해석을 다룬

다. 정정트러스, 보, 프레임구조의 변위, 반력, 부재

력계산 방법과 단면력도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운다.또

한 정정구조에 대해서 이동하중에 대한 영향선에대한 

개념도 취급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fundamental solid mechanics,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s are analysed for 

determining structural behavior by the 

external loads. Displacement, member 

forces and reactions are determined using 

various methods for truss, beam and frame 

structure. Influence line concept is also 

introduced.

162002 구조역학(2) (Structural Analysis(2))

구조역학(1) 에 이어서 주로 부정정 구조물 및 입

체구조물에 대하여 하중에 대한 거동의 해석을 다룬

다. As the continued course of Structural 

Analysis,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s are analysed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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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2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521 화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793 물리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200838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200839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2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2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200841 경제의이해

전공선택 241001 기초소프트웨어응용 2 1 2 복수(부)전공

소                   계 19 18 2

2

교양필수 2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8 중국어회화(1)

교양필수 200821 일본어회화(1)

교양필수 2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522 화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794 물리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2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2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2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2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2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200800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2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2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241002 토목공학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9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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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2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전공선택 204690 컴퓨터프로그래밍 2 1 2

전공선택 241003 건설재료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04 유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05 재료역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06 토목확률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07 공학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8 2

2

교양필수 2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9 중국어회화(2)

교양필수 200822 일본어회화(2)

전공선택 204036 공학보고서와발표 2 2 0

전공선택 241008 건설재료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09 재료역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0 교통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1 측량정보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2 수리학(1)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7 18 0

3 1

전공선택 204171 구조역학(1) 3 3 0

전공선택 204268 RC구조해석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3 지형공간정보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4 건설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5 수리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6 토질역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7 현장실습 2 0 0

소                   계 18 16 0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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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204172 구조역학(2) 3 3 0

전공선택 204272 건설사업관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4275 RC구조설계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4447 하천및수문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8 해안및항만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19 교량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0 상수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1 토질역학(2)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21 0

4

1

전공선택 204278 강구조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4281 전산구조해석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2 PS콘크리트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3 도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4 기초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5 철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6 하수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7 건설경영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0

2

전공선택 204280 강구조설계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8 수자원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29 구조물유지관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30 암반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1031 토목구조물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2 12 0

합                   계 142 1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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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04036  공학보고서와발표 (Technical report  
 writing and presentation)

전공분야에 대한 글쓰기와 발표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일련의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수강생은 스스로 

선택한 특정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약하여 

발표한다.

204171 구조역학(1) (Structural Analysis(1))

정역학적 행렬방식의 성립이유와 적용방법을 이해하

고 정정구조물의 반력을 계산하며 정정보의 단면력을 

해석 및 활하중에 의한 정정보의 최대 단면력을 계산한

다. 또한 정정평면 트러스, 정정아치, 케이블, 기둥과 

정정 입체 트러스를 해석한다.

204172 구조역학(2) (Structural Analysis(2))

구조물의 탄성변형, 변형에너지, 가상일의 원리, 상

대작용의 원리, Castigliano의 정리, 최소일의 원리 

및 변형일치의 방법에 의한 부정정 구조물의 해석, 최

소일의 방법에 의한 부정정 라멘의 해석, KINE의 방

법에 의한 부정정 라멘의 해석, 부정정 구조물의 영향

선에 대해 익힌다.

204268 RC구조해석 (RC Structure Analysis)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적 특성을 이해하고 철근콘

크리트 부재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

여 기본 부재에 대한 휨 및 전단거동을 습득시켜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알게 한다.

204272  건설사업관리 (Project Management  
 in Construction)

본 과목에서는 발주방식(입찰, 계약 방식), 원가관

리(적산, 견적, VE), 공정관리(공정계획, 자원 활용계

획, 공기 단축, 진도관리(EVMS)) 등과 같이 건설 프

로젝트 또는 사업의 각 단계(기획, 설계, 조달, 시공 

및 유지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관리기법 및 경영지식을 습득한다.

204275 RC구조설계 (RC Structure Design)

철근콘크리트 기본 부재의 역학적 거동에 관련된 지

식을 바탕으로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계방법을 설

명하고, 기둥 및 기초에 관련된 설계 방법을 습득시켜 

부재 요소 차원에서의 설계 관련 사항을 알게 한다.

204278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토목 구조물에 쓰이는 2 대 재료중의 하나인 강재에 

대하여 그 재료 및 거종 특성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다. 

또한 강교와 판형교, 트러스교 및 합성형교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 및 부재의 접합론에 대하여 공

부하며, 강교 설계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어진 설계하중

이나 조건 등에 의하여 강교 설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

을 다룬다.

204280  강구조설계 
 (Design of Steel Structures)

강구조공학에서 다루어진 강재에 대한 이론적 지식

을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강재 부재 및 구조체에 대하

여 설계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각 구조물 형식별별

로 적용되는 시방서에 대한 이해, 실제 설계과정 및 설

계결과물의 작성방법을 주로 다룬다.

204281  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구조역학을 기초로 하여 전산응 이용한 구조해석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에 의한 구조해석을 다루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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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의 기초가 되는 매트릭스 구조해석의 기본

개념을 유연도법과 강성도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실제 

전산해석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그 결과의 응용에 대해

서 강의한다.

204447  하천및수문학 (River Engineering 
and Hydrology)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생성순환 분포와 물의 화학

적 성질 및 환경에 어떠한 작용을 하며 건설현장에 적

용되는 과정을 수업한다.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 홍수

제어에 관한 공학적, 경제적, 환경적, 법적, 정치적 여

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204690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컴퓨터에서의 자료 표현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반적

인 이해를 도모하고, C++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 기초

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건설

분야에 관련된 문제해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41001  기초소프트웨어응용  
 (Application of Basic Software)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컴퓨터 관련 

지식을 토목분야에 응용하고자한다. 컴퓨터를 구성하

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

득하고, 토목 IT 분야에 대한 지식과 최신 기술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엑셀,파워

포인트)의 실습을 통해 토목분야 응용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을 학습한다.

241002  토목공학개론 
 (About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은 국토를 대상으로 보전,개수,개발경영을 

맡는 공학으로서, 역사적으로는 군사공학에 대비해서 

인간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학을 총칭한 학문으로서 발

달해왔다. 그후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여러 공학이 각

각 진보함에 따라 전문화하고 분리 독립하였으므로 오

늘날에는 서로 연관성이 깊고 또 사회공공성이 강한 분

야의 공학이 통합된 학문이 되어있다. 따라서, 토목공

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수강자에게 토목공학 이외의 공

학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241003  건설재료학(1) 
 (Construction Materials(1))

일반 구조물의 기본구성, 재료, 콘크리트, 강재 등

에 대한 연구, 실험 및 분석 등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

하고 그 효율적인 사용과 품질 및 강도 개선책 등에 대

해 알아본다.

241004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의 거동을 역학적으로 다루는 기초과학의 한분

야로 유체의 성질, 유체운동의 기초적 개념 및 적용을 

다룬다.

241005 재료역학(1) (Materials Mechanics(1))

건설구조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알아본 후에 인장, 

압축, 비틀림, 전단력, 휨모멘트, 그리고 보에 발생하

는 응력등을 강의한다.

241006  토목확률론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은 국토를 대상으로 보전,개수,개발경영을 

맡는 공학으로서, 역사적으로는 군사공학에 대비해서 

인간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학을 총칭한 학문으로서 발

달해왔다. 그후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여러 공학이 각

각 진보함에 따라 전문화하고 분리 독립하였으므로 오

늘날에는 서로 연관성이 깊고 또 사회공공성이 강한 분

야의 공학이 통합된 학문이 되어있다. 따라서, 토목공

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수강자에게 토목공학 이외의 공

학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241007 공학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문제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하는 경향에 맞추어 

수치해법의 기초를 다룬 다음 주로 2차 편미분 방정식

의 수치해를 여러가지 서로 다른 경계조건에 따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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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익힌다.

241008  건설재료학(2) 
 (Construction Materials(2))

기존 구조 재료어ㅣ 더불어 구조용 신소재를 소개하

고 그 특성과 사용성 등을 통하여 기존 재료와의 효율

을 비교, 검토하고, 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신공법등을 

소개한다.

241009 재료역학(2) (Materials Mechanics(2))

응력과 변형도 해석, 보의 처짐, 정적부정정구조물 

해석, 그리고 기둥의 좌굴에 관하여 배운다.

241010  교통공학 
 (Transportation Engineering)

물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편리하고 편안하게, 값

싸게 그리고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질서있게 이

동기키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운영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시키는 방법

을 다룬다.

241011  측량정보공학  
 (Geomatics Engineering)

21세기의 측량기술은 3차원 위치결정 기법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고 있다. 지구 및 우주 공간상에 존재하는 제점간의 

상호 위치관계를 결정하는 측량의 기본이론을 습득하

고, 이를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41012 수리학(1) (Hydraulics(1))

복합관수로 관망, 수류의 측정 웨어 및 오리피스 등

을 다룬다.

241013  지형공간정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처리 및 출

력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의미한다.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영상취득 및해석에 관한 이론, 영상에 

의한 3차원 공간정보 추출 기법 및 오차, GIS를 활용

한 공간정보활용 기술을 다룬다.

241014  건설시공학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토공,토목기계,콘크리트공,기초공,터널공 등 시공

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이론 및 계획에 관한 학

문으로써, 철도, 도로, 댐,항만,공항,교량,하천,부지

조성,준설공사,터널공사 등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관

련되 사항을 다룬다.

241015 수리학(2) (Hydraulics(2))

개수로의 흐름 및 유량의 산정, 유량산정에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 유수의 충격과 물체의 저

항, 지하수, 차원해석과 모형의 상사법칙을 배운다.

241016 토질역학(1) (Soil Mechanics(1))

흙은 토목공사에서 가장 유용한 재료이다. 성공적인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흙-구조물의 설

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토질역학은 기본적 흙의 성질, 

공학적분류, 응력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다루며 토질

역학(2)에서는 흙-구조물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필요

한 이론적 내용을 다룬다. 토질역학의 주된 내용으로

는 흙의 생성과 구조, 흙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기본적 

물리적 성질, 지반에 발생하는 응력, 흙 속의 물의 흐

름 등을 배운다.

241017 현장실습 (Field Training)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241018  해안및항만공학 (Coastal and Harbor  
 Engineering)

파의 운동과 회절, 굴절, 반사 및 설계파 추산, 해안 

변형, 호안 방파제 등 고정 해안구조물의 설계와 준설, 

항만의 계획과 운영 그리고 시설물들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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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교량공학 (Brigde Engineering)

토목구조물 중 대표적인 교량에 대하여 여러 교량 형

식별로 그 구성 및 거동특성에 대하여 개념적인 지식을 

다루며, 교량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설계법, 

설계과정, 시방서 독해 및 설계결과 작성에 대해 강의

한다.

241020  상수도공학 (Water Supply  
 Engineering)

풍부한 수량 확보나 맑은 물 생산에 학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상수도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걸

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241021 토질역학(2) (Soil Mechanics(2))

흙은 토목공사에서 가장 유용한 재료이다. 성공적인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흙-구조물의 설

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토질역학은 기본적 흙의 성질, 

공학적분류, 응력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다루며, 흙-

구조물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론적 내용을 다

룬다. 토질역학의 주된 내용으로는 흙의 생성과 구조, 

흙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기본적 물리적 성질, 지반에 

발생하는 응력, 흙 속의 물의 흐름 등을 배운다.

241022  PS콘크리트공학 
 (P.S.Concrete Engineering)

PSC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을 배우기 위

하여 구성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철근콘크리트와 비교

한 후 P/C의 특성 및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에 대하여 

공부하며 설계이론을 배우며 또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

제적인 설계실습을 실시한다.

241023 도로공학  (Highway Engineering)

도로의 조사와 계획, 도로의 기하학적 설계, 도로의 

배수, 도로의 토공, 토질도, 노상, 노반포장, 역청재

료, 역청포장, 콘크리트포장에 대해 배운다.

241024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지층은 사질토, 점성토, 풍화암 등 다양한 지반에 토

목 또는 건축구조물이 놓일 경우 지반조사 결과를 분석

하여 얕은 기초, 전면기초,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산정

하여 기초부재의 단면을 결정한다.

241025 철도공학 (Railway Engineering)

철도선로를 만든 후에 동력을 이용하여 철도 차량을 

운행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시설로서 철도교

통의 특성, 철도의 분류, 철도선로, 노선선정, 철도의 

구조, 철도의 설비 및 보선, 철도계획 등을 이용하여 

철도 교통의 시설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241026  하수도공학  
 (Waste Water Engineering)

하수도 기본계획, 하수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수

질 특성과 분석평가 기법, 하수의 수집 및 운반 체계, 

하수처리 공정 이론 및 실무 등을 중점 강의한다.

241027 건설경영 (Construction Management)

기획, 설계,조달,시공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건설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의 주요 업무의 관리기법, 재무

회계 및 의사결정 기법을 학습하여 건설사업관리 지식

체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41028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 Engineering)

물을 이용하기 위한 각종 구조물(저수지, 댐, 여수

로 수문 등)의 특성과 계획, 방법 등을 공부한다.

241029  구조물유지관리 (Structure  
 Maintenance and Repair)

완공된 구조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구조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물을 일상적으로 점

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 시간

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물의 개량, 개수, 보강을 하는 

공법을 취급한다.

241030 암반공학 (Rock Engineering)

산지가 대부분인 국내 지형득성상 각 건설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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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암반을 접하게 되며 특히, 터널 및 지하공간에 관

한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 암반공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암반의 특성과 분류

방법, 암반사면의 안정성, 터널과 지하공간에서의 암

반거동에 대해서 배운다.

241031 토목구조물설계 (Structure Design)

PC 및 RC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콘크리트 구

조물의 설계기법을 함양시키고 특히 옹벽, 암거, 콘크

리트 교량 등에 대한 설계의 예를 제시하여 실무에서 

구조물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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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토목산업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전공선택 235420 구조역학 4 4 0

전공선택 235421 수리학 4 4 0

전공선택 235422 실용지형정보 4 4 0

전공선택 235423 토목기술(1) 2 2 0

전공선택 235424 현장실습(1) 3 0 0

소                   계 19 16 0

2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선택 235425 건설시공및관리 4 4 0

전공선택 235426 철근및PSC 4 4 0

전공선택 235427 토질및기초공학 4 4 0

전공선택 235428 토목기술(2) 2 2 0

전공선택 235429 현장실습(2) 3 0 0

소                   계 19 16 0

4

1

교양선택 200827 영어(5) 2 2 0

전공선택 235430 시설물유지관리 4 4 0

전공선택 235431 건설재료학 4 4 0

전공선택 235432 강구조공학 4 4 0

전공선택 235433 졸업논문(1) 3 3 0

전공선택 235434 현장실습(3) 3 0 0

소                   계 20 17 0

2

전공선택 235435 상하수도공학 4 4 0

전공선택 235436 수문및수자원공학 4 4 0

전공선택 235437 지반및지하공간 4 4 0

전공선택 235438 졸업논문(2) 3 3 0

전공선택 235439 현장실습(4) 3 0 0

소                   계 18 15 0

합                   계 76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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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산업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Construction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35420 구조역학 (Structural Mechanics)

정역학적 행열방식의 성립이유와 적용방법을이해하

고 정정구조물의 반력을 계산하여 정정보의 단면력을 

해석 및 활하중에 의한 정정보의 최대 단면력을 계산한

다. 또한 정정평면 트러스, 정정아치, 케이블, 기둥과 

정정 입체 트러스를 해석한다.

235421 수리학 (Hydraulics Engineering)

 여러 유형의 수리학적 현상을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달한 응용학문의 한 분야로서 관수로, 개수로, 

수류의 측정, 흐름의 저항, 토사의 유송 및 지하수를 

배운다. 

235422  실용지형정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차원 위치결정 기법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하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있다 지구 및 우주

공간상에 존재하는 제점간의 상호 위치관계를 결정하

는 측량의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익

힘으로써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제점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거리 및 각

측량 방법과 이를 토대로 평면좌표를 결정하는 다각측

량, 삼각측량, 높이를 결정하는 수준측량을 다룬다.

235423 토목기술(1) (Civil Engineering(1))

최근 토목기술을 둘러싼 제반 이슈에 대한조사연구, 

발표 및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건설이론과 전문적 지식

을 습득하고, 국내외 중요토목구조물에 대한 해석기법

을 익힌다.

23542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산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목산업 관련분야의 기

술적 업무를 현장실습을 통하여 체험하고 이론적 접근

을 시도하여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235425  건설시공및관리 (Construction &  
 Management)

.토공, 토목기계, 콘크리트공, 기초공, 터널공 등 

시공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법들의 이론 및 적

용 방법에 관한 내옹이며 또한,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입찰, 계약 방식), 원가관리(적산, 견적, VE), 공정

관리(공정계획, 자원 활용계획, 공기 단축, 진도관리

(EVMS)) 등과 같이 건설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각 단

계(기획, 설계, 조달, 시공 및 유지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관리기법 및 경영지식을 

235426  철근및PSC  
 (RC Structure & PSC Structure.)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적 특성을 이해하고 철근콘

크리트 부재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

여 기본 부재에 대한 휨 및 전단거동을 습득시켜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알게 한

다.  P.S.C.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을 배우

기 위하여 구성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철근 콘크리트와 

비교한 후 P/C의 특성 및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에 대하

여 공부한다. 

235427  토질및기초공학 (Soil Mechanics &  
 Foundation Eng.)

흙의 생성과 구조, 흙의 공학적 분류를 위한 기본적 

물리적 성질, 지반에 발생하는 응력, 흙 속의 물의 흐

름 등을 배우게 되며,교량, 댐, 도로, 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의 설계나 시공에적용하는 기본이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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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게 된다.

235428 토목기술(2) (Civil Engineering(2))

최근 토목기술을 둘러싼 제반 이슈에 대한조사연구, 

발표 및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건설이론과 전문적 지식

을 습득하고, 국내외 중요토목구조물에 대한 해석기법

을 익힌다.

23542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산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목산업 관련분야의 기

술적 업무를 현장실습을 통하여 체험하고 이론적 접근

을 시도하여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235430  시설물유지관리 (Structure  
 Maintenance & Repair)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역청

재료의 종류 및 성질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

으로 실험실습을 통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재료선정에서부터 시공의 각 단

계에 이르기까지 건설재료에 관한 실무를 익히고, 콘

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적 특성을 이해하고 철근콘크리

트 부재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기

본 부재에 대한 휨 및 전단거동을 습득시켜 철근콘크리

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알게 한다.

235431 건설재료학 (Construction Materials)

완공된 토목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

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귀하며 경과시

간에 따라 요구되는 토목시설물의 개량, 개수, 보강하

는 공법을 다룬다.

235432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Engineering)

 강재에 대하여 그 재료 및 거종 특성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다. 또한 강교와 판형교, 트러스교 및 합성형교

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 및 부재의 접합론에 

대하여 공부하며, 강교 설계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어진 

설계하중이나 조건 등에 의하여 강교 설계에 대한 이론

적 지식을 다룬다. 

235433 졸업논문(1) (Graduation Thesis(1))

구조, 지반, 수공, 시공, 등 건설공학적 요소가 포

함된 연구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여 제반 기술적 문

제점에 대하여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논문형식의 과제를 수행하도

록 지도한다.

235434 현장실습(3) (Field Training(3))

산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목산업 관련분야의 기

술적 업무를 현장실습을 통하여 체험하고 이론적 접근

을 시도하여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235435  상하수도공학 (Water Supply &Sewer  
 System Eng.)

하수도의 기본계획, 하수의 물리, 화학,생물학적 수

질특성과 분석평가 기법, 하수의 수질및 운반체계, 하

수처리 공정이론 및 실무, 상수도의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전반에 걸친 상수도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기법, 정수처리과정과 상수도 수질기준 및 그 

분석 기법에 대해 강의함.

235436  수문및수자원공학 (Hydrology & Water  
 Resource Eng.)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순환과정 중 강수, 증발 및 

증산, 침투와 침루, 지표수유출 등의 기본이론을 이해

하고 환경,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

을 배우게 되며, 수공구조물 및 환경을 고려한 수공구

조물건설기술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추구하며 급변하

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주요 재난대응수공구조물 설계 핵심인자의 설정 및 그 

과정을 학습하며 기후협약에 기초한 이산화탄소절감방

안으로 부각되는 대규모수로운송에 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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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37  지반및지하공간 (Geotechnical &  
 Underground Space Eng.)

지하지반의 구성요소 및 개량공법의 기본이론과 특

성등을 다루며, 지하공간의 이용과 설계에 대한 기본

이론을 강의 한다.

235438 졸업논문(2) (Graduation Thesis(2))

구조, 지반, 수공, 시공, 등 건설공학적 요소가 포

함된 연구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여 제반 기술적 문

제점에 대하여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논문형식의 과제를 수행하도

록 지도한다.

235439 현장실습(4) (Field Training(4))

산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목산업 관련분야의 기

술적 업무를 실습을 통하여 체험하고 이론적 접근을 시

도하여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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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전공선택 143213 열공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소                   계 20 18 4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전공선택 143068 건축구조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15 건축컴퓨터언어 2 1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43420 프로젝트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21 20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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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43218 건축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3055 창의성공학설계 3 1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전공선택 143074 건축표준및품질관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17 디지털건축활용 2 1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43219 건축전기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61006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62001 구조역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소                   계 22 18 8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43058 건축구성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62002 구조역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075 건축환경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21 기초건축공학설계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선택 143222 건축재료응용평가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3223 디지털건축응용설계 3 1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61007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소                   계 25 18 16

3 1

교양필수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43059 건축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3016 인텔리전트빌딩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027 철근콘크리트구조(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3069 건축급배수위생설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24 주택건축공학설계 3 0 6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3

전공선택 143225 현장실습(1) 3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26 스마트구조해석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27 프로젝트공정관리 3 1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전공선택 143423 코업(1) 6 0 0

전공선택 143424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45 17 14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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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43033 건축공기조화설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43035 철근콘크리트구조(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43228 종합건축공학설계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선택 143081 친환경건축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3229 프로젝트원가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3230 현장실습(2) 3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310 건설법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344 건축구조계획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425 코업(2) 6 0 0

전공선택 143426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42 17 8

4

1

전공필수 143427 캡스톤디자인(1)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43034 철골구조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071 건축설비경제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32 프로젝트경제성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33 건축성능유지관리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49 부재디자인및실험 3 1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전공선택 143418 건축설비계획및설계 3 1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전공선택 143428 코업(3) 6 0 0

전공선택 143429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39 12 18

2

전공선택 143234 해외프로젝트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236 IT융합구조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43430 캡스톤디자인(2)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43431 코업(4) 6 0 0

전공선택 143432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27 5 8

합                   계 241 12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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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주간)

(Architectural Engineering Course)

◈ 교과목 개요

143016  인텔리전트빌딩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인텔리젼트빌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여기

서“지능적인 건물”이란 여러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으

며, 이것들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가

에 따라 기능의 정도가 달라진다. 다양한 인텔리젼트

빌딩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최근의 건축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의 지능과 자동화를 가능케하고 있으며, 차

세대 건물이나 건축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143027  철근콘크리트구조(1)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1))

철근콘크리트의 재료특성과 구조거동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험에서 입증된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규준의 설계공식 유도과정을 밝히고, 설계 방법을 강

의한다. 설계 방법은 강도설계법을 위주로 하며 보를 

중심으로 기둥, 기초, 슬래브 및 벽체에 대하여 해석 

및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143033  건축공기조화설비 
 (HVAC System for Buildings)

공기조화의 기본이론, IAQ(실내공기오염, 공기청

정장치), 공기조화의 부하계산법, 공기조화의 계산식

과 프로세스, 공기조화방식 등을 통하여 실내·외의 

환경조건에 따라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고 공조기기

를 선정하여 덕트 및 배관설계와 공기조화설비설계 및 

계획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43034  철골구조학 
 (Theory of Steel Structures)

강구조의 개념과 인장재 설계, 압축재설계, 조립재

설계법 및 이음, 맞춤, 부착설계법에 대하여 강의하며 

구조역학을 바탕으로 실제 철골구조물의 골조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게 한다.

143035  철근콘크리트구조(2)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여러 시스템, 철근콘크리트구

조, 프리캐스트구조, 프리스트레스구조 및 복합구조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구조적인 특징 및 공법을소개하며, 

R/C부재 및 구조체의 강도, 거동, 설계에관한 방법과 

시공간의 관련사항 등에 중점을 둔다.특히 본과목은 

내진설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진규준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143055  창의성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본 과목은 건축 공학설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

을 익히고, 학생들의 참여로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다룬다. 이를 통하여 설계가 무엇인지 공학적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을 기른다. 공학적 문제는 건축공학과의 특성상 건축

구조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한다.

143058  건축구성학 
 (General Building Structure)

이 과목은 건물의 구성방법과 그 성능에 관한 이론과 

건축구조의 근본이 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 

벽, 지붕, 바닥, 개구부, 계단등에 대한 구성원리및 방

법을 포함한다. 구조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포

함하고 건물에 요구되는 성능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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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강술하며,건축물을 

구성하는 기초, 벽, 바닥, 지붕, 개구부, 계단, 천장 

등의 각 부위별 요구성능 및 부위간의 구성원리 및 방

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식을 습득

하도록 한다.

143059  건축시공학 (Building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ethods)

건축생산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등 건축물의 주요 골조부위를 형성하기 위한 구조체공

사의 시공기술 및 실무적용방법과 방수공사, 미장공

사, 금속공사, 커튼월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도장공

사, 수장공사, 시방서 및 계약방식 등 건축물의내·외

장을 형성하는 마감공사에 관한 시공기술 및실무에 대

하여 교육하고, 기타 건축공사 수행 업무에관한, 계약 

및 입찰, 시방서 및 시공도면 작성, 건설관련법규의 이

해와 현장 안전 및 보건활동 등에 관한건설현장의 실무

내용을 교육한다.

143068  건축구조개론 (Introduction of 
Building Structures)

건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또는 건축구조에 관

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건축물의 기본적인 원리에 

관하여 학습하고 구조물의 뼈대에서 힘의 흐름을 이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건축물의 기본원리를 이

론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 학습하고 구조적 개념에서 부

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알기 쉽게학습하여 건

축물의 공학적인 시각은 물론 미학적 시각을 넓게 발전

시킨다. 건축물의 거동과 구조재료 그리고 실제 건축

물을 통해서 구조적인 모델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건축

물을 대상으로 간단한 구조계산도수행한다.

143069  건축급배수위생설비 (Water Supply,  
 Drainage and Sanitary System  
 for Buildings)

건축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되

고 배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체역학의 기본을 

학습한 후, 건축물의 급수 및 배수, 위생설비, 오수처

리, 소화설비에 대한 제반 이론 및 실무 지식을 습득한

다. 배관과 펌프, 급탕설비, 통기설비, 소화설비,가스

설비의 이론, 설계 및 운영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143071  건축설비경제학 (Economics of  
 Building Facilities)

건축설비의 설계, 시공, 운영, 페기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이

론을 학습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전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LCC 기법을 학습하여 최적을 

건축설비 설계 기법을 터득한다.

143074  건축표준및품질관리 (Architectural  
 Standard and Quality Control)

건축공학 기술자의 국제적 자격 인증과 건축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교육으

로서 건축 기술 및 제품, 공법 등의 국제적 정보 수집 

및 자료의 취득,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계획, 설

계, 시공, 품질 및 유지관리 분야의 국내외 표준(KS 

및 ISO 등)을 학습하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

설기술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기술, 공법의 품질관리 방법을 습득한다.

143075  건축환경공학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

건축물의 온도, 습도, 청정과 관련된 실내 열환경,

조명환경, 음향환경의 이론과 적용 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실습을 통하여 건축환경 요소의 측정 및 해석 

방법을 터득한다.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거주자에게 

쾌적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학습한다.

143081  친환경건축설비 
 (Green Building Facilities)

지구 환경의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

물 발생 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환

경건축설비에 대하여 학습한다.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

지 절감, 자원의 소비 감소, 자연환경과의 친화,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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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환경 폐기물의 저감 기술등 환

경친화형 건축 설계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응용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 설계에 활용 

및 접목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43213  열공학개론 (Introduction of Thermal  
 Engineering) 

열역학, 열전달 및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

습한다. 열역학에서는 물질의 상태량과 관련식을 학습

한 후, 일과 열의 관계를 다룬다. 질량 및 에너지 보존

의 법칙을 검사질량과 검사체적에 응용한다. 열역학 

제2법칙에서는 최대효율의 한계를 학습한다. 열전달

에서는 열전달의 3가지 방식인 전도, 대류, 복사를 학

습한다. 유체역학에서는 수력학과 유체 운동을 해석한

다. 건물의 공조부하 계산과 건축설비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143215  건축컴퓨터언어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

공학적인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

래밍 언어를 배운다. 컴퓨터 언어를 문법과 문장구성

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과제를 통해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143217  디지털건축활용 
 (Computational Application)

컴퓨터를 공학 분야 응용에 필요한 도구를 배

운다,사무자동화 분야와 3차원 모델링, VB를 통

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이를 Visual Basic 

Application과 VBscript로 응용하며 프로그래밍 프

로젝트를 수행한다.

143218 건축의이해 (Architecture and You)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술이나 음악처럼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건축인으로 성장한다. 건축

의 용어, 디자인, 역사, 재료, 건축계획 등 건축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다루는 개론 과목이다. 건축에 관련

된 용어 및 명칭을 영어로도 익힘으로써 영어로된 전공

지식 습득 및 졸업 후에도 국제화된 건축산업환경에 적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43219  건축전기시스템 
 (Electrical System for Building)

전기 이론을 배우고 건축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건물의 각종 전기 설비

인 수변전, 예비전원, 배전, 동력, 정보통신, 배선 설

계 및 공사, 방재, 수송설비 등에 대한 이해과 실무 능

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건물 조명 관련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143221  기초건축공학설계 
 (Basic Design Studio)

건축설계를 하기위한 준비를 하는 과목으로서 작은 

스케일의 단위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 형태와 공간구성

의 훈련을 하고 벽, 기둥, 바닥 등 공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을 익히며 이들 요소들의 조합, 나열, 변형 등의 

건축 설계방법론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건

축물을 이해한다. 구조와 재료에 관한 지식을 넓히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인간의 신체. 동작, 그리고 공

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Cad 와 3d 모델링 기술

을 습득한다.

143222  건축재료응용평가공학 (Application  
 and Assessment Engineer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건축재료에 대한 재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화학적 물리적 성질, 내구성능, 경

제성, 유지관리 수명, 사용방법, 친환경 특성, 재활용 

기술 등을 학습한다. 주요 건축재료로서는 콘크리트, 

철골, 목재, 석재 등의 구조재료, 방수재료, 흡음 및 

차음재료, 내화재료, 단열재료 등의 기능재료, 도장재

료, 미장재료, 유리, 타일 등의 마감재료 등을 대상으

로 그 성능 평가 방법 및 사용 기술 등을 학습한다.

143223  디지털건축응용설계 (Computational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

3차원 CAD및 건축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  185  -

3차원 설계방법 및 모델링을 익히고 건축분야 가상현

실 응용과 디지털 스튜디오 작업을 병행한다. 수강생

이 제작한 컨텐츠를 프레젠테이션으로 꾸미고 발표하

는 공부와 새로운 건축정보기술의 경향인 유비쿼터스 

공간설계에 관해서도 학습한다.

143224  주택건축공학설계 (Design Studio(1))

주택설계를 통해서 건축과 대지, 이들을 둘러싼 환

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축디자인 방법과 프로세스

를 경험한다. 건축구조, 건축재료와 구법에 관한 연구

와 병행해서 건축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엔지니어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다. 건축상세도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익힌다.

14322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응용력과 

실제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익힌다.

143226  스마트구조해석  
 (Smart Structural Analysis)

하중을 받아 변형을 일으키는 물체내부의 응력과 변

형율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구조해석을 기본으로 재

료의 이론적 법칙 및 개념뿐만 아니라 재료의 여러 가

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적용한다. 컴

퓨터 구조해석을 목적으로 한 매트리스 구조해석법

의 기본원리와 이론을 알기 쉽게 다룬다. 구조물의 정

역학적 원리 및 이론, 응력법 및 변위법에 의한 부정

정 Beam, Truss, Rahmen, 프레임구조물의 해

석을 연습하고 특히 부정정구조물의 Beam, Truss, 

Rahmen 등의 구조물을 응력법과 변위법, 직접강도

법에의한 메트릭스 해석법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

석하고 손계산과 비교하여 보다 구조해석 알고리듬을 

터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3227  프로젝트공정관리 
 (Project Time Management)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공정계획 기법과 프로젝트 공정관리의 기본사항인 공

기단축, 자원관리, 진도관리 및 전산 S/W에 대한 이

해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공사관리 기술

의 발상 및 개발에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실제 공사 중

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요인을 발견 및 분석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리스크 관리방법에 대하여 습득한다. 

특히 해외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필요한 

관리기술을 습득하고 국내에 취약분야인 PMC(사업관

리단)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한다.

143228 종합건축공학설계 (Design Studio(2))

건축구조, 건축환경,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시공 

등 다양한 건축분야에 관한 지식의 종합으로서의 중

규모 건축물을 설계한다. 건축법규검토, feasibility 

study, 설계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기초적

인 실시설계도면 세트를 구성하는 능력을 키운다.

143229  프로젝트원가관리 
 (Project Cost Management)

공공발주, 민자사업,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종별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종별 일위대가를 결정하는 방법, 일위대가에 따른 

공종별 단위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등을 수학하며 최

근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하여 학습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합리화를 위한 가치공학기법과 

생애주기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14323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다양한 현장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

는 자질을 배양한다.

143232  프로젝트경제성공학 (Project  
 Feasibility Engineering)

최근 건설산업의 발주경향이 민간사업의 경우 프로

젝트 파이넨싱을 통한 개발형 프로젝트가 주류를 형성

하고 있고 공공사업의 경우 민자 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공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 사업영역에서 

공히 필요한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재무제표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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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공학/생애주기 비용분석, 건설리스크를 반영한 의

사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학습한다.

143233  건축성능유지관리공학 (Building  
 Performance and Maintenance  
 Engineering)

건축물의 안전과 장기적 사용 수명을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성능과 준공 이후 환경 영향과 사용 과정에

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 현상을 학습한다. 주요 학습 내

용으로는 구조체, 외장재, 내장재 등에 요구되는 각 종 

필요 성능 지표와 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저하 현상(균

열, 중성화, 염해, 철근부식, 동결융해, 알칼리골재반

응, 누수, 탈락, 박리 등)을 이해하고, 성능 회복을 위

한 보수, 보강, 진단 평가 기술 등을 교육한다.

143234  해외프로젝트관리 
 (Overseas Project Management)

국내 주택사업의 부진과 건설산업의 변화로 인해 새

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전

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위한 해

외 프로젝트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해외

프로젝트 계약(FIDIC)의 기초적인 이해, 해외건설시

장의 상품과 전략, 해외프로젝트의 수행과정, 해외 프

로젝트 사례, 해외프로젝트의 주요 경쟁력(KSF), 해

외프로젝트 프로세스 등으로 해외프로젝트의 이해와 

역할 및 기능을 학습한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 학습할 수 있

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143236  IT융합구조설계  
 (IT Convergent Structural Design )

현재 완공되었거나 계획 중인 건축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설계 과정과 상세 설계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개별 구조물의 설계조건에 따른 구조시스

템, 사용재료특성, 시공성 등에 대한 설계의 흐름이 인

식되도록 하여 건축구조물의 구조계획 및 설계에 필요

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구조부재의 안전

성과 경제성에 기초한 구조부재의 단면산정 방법 등 건

축구조설계의 기술을 습득하여 소규모의 건축구조물에 

대한 기본 구조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도면화 할 수 있

는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졸업 후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 하도록 한다.

143249  부재디자인및실험  
 (Member Design and Experiments)

건물의 구조거동과 재료의 성질을 실험을 통하여 습

득하게 한다. 보, 기둥 및 골조에 대한 구조실험과 콘

크리트, 강재 등 구조재료의 물성실험이 이 과정의주

요 내용이며, 실험체의 제작, 하중가력, 응력 및 변형

의 측정, 실험결과의 분석 등이 강의와 실습으로진행

된다.

143310  건설법규 (The Related Laws of  
 Building Construction)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축법·도시계

획법·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 

내용 중 건설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143344  건축구조계획 (Structural Planing of  
 Architecture)

건축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는 구조개념을 소개하고, 건물의 설계시 

구조부재(보, 기둥, 내력벽, 기초)의 계획방법을익혀, 

계획단계에서 구조부재의 배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강

의한다. 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조부재의 기능과 하중

에 대한 저항 및 변형특성, 현재 국내외 시공된 건물의 

구조계획 예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

한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등의 기본원리

에 대하여 개념적인 사항을 정리하도록한다.

143418  건축설비계획및설계 (Building  
 Services Planning & Design)

건축물에서 공기조화설비, 급배수·위생설비의 시

스템 구성 및 설계 방법 전반에 관해 이해하고, 더 나

아가 설비 지식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

고, 실습을 통하여 건축 설계 및 시공시 반영할 수 있

는 능력을 적극 배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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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20  프로젝트관리론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관리활동은 건설프로젝트

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건설경영의 

중요성 및 효과를 배울 수 있도록 각종 흥미로운 건설

경영 기법, 전략,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소개하고 또

한 건설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리분야, 관리기법 등에 대한 이론

적, 실무적 지식을 학습한다.

143423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3424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3425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3426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342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건축공학 교육 및 연구환경 전반에 디지털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대적, 실무적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공학적 목표달성을 위한 창조적인 

디지털 데이터 활용기술을 통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143428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3429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3430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건축공학 교육 및 연구환경 전반에 디지털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대적, 실무적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공학적 목표달성을 위한 창조적인 

디지털 데이터 활용기술을 통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  188  -

143431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3432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61006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여러 가지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및 이들이 

가지는 수리 물리학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라플라스 

변환의 전기공학 관련분야의 적용에 대해 공부한다.

161007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기본적인 복소함수의 성질과 복소 미적분을 공부

한다.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를 이해하고, Taylor, 

Fourier Series 와 Transform 등의 전기공학 관련

분야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162001  구조역학(1) (Structural Mechanics  
 in Architecture(1))

정정 구조체의 정역학적 거동을 공부한다. 여러 가

지 형식의 정정 보, 골조, 트러스, , 아치 등의 힘의 

평형과 부재력, 단면의 응력도를 배운다.

162002  구조역학(2) (Structural Mechanics  
 in Architecture(2))

부정정 구조체의 정역학적 거동을 공부한다. 부정정 

보, 골조, 트러스 등의 힘의 평형과 부재력을 풀이하는 

다양한 부정정 구조물 풀이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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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전공선택 243080 열유체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3 3 0

2

전공선택 243066 건설경영이야기 3 3 0

전공선택 243068 건축구조개론 3 3 0

전공선택 243082 컴퓨터언어 3 3 0

소                   계 9 9 0

2

1

전공선택 243055 창의성공학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65 컴퓨터활용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3 건축전기설비및조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4 건축표준및품질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207 건축계획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271 구조역학(1)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0

2

전공선택 243024 건축설계(1) 3 0 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28 구조역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58 건축구성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5 건축환경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203 건축재료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210 건축전산응용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341 건설안전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17 6

3 1

전공선택 243016 인텔리전트빌딩 3 3 0

전공선택 243027 철근콘크리트구조(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31 건축설계(2) 3 0 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59 건축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67 건축공정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69 건축급배수위생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8 메트릭스구조해석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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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243032 건설법규 3 3 0

전공선택 243033 건축공기조화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35 철근콘크리트구조(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60 건축설계(3) 3 0 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2 건축원가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81 친환경건축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344 건축구조계획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18 6

4

1

전공선택 243034 철골구조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0 건축사업경제성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1 건축설비경제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246 건축공학졸업설계및연구(1) 3 1 4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43249 부재디자인및실험 3 0 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342 건축물유지관리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418 건축설비계획및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16 10

2

전공선택 203145 건축생산성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64 건축실무구조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076 건축파사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3247 건축공학졸업설계및연구(2) 3 1 4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43413 건축설비공사및실무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5 13 4

합                   계 128 11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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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야간)

(Architectural Engineering Course)

◈ 교과목 개요

243016  인텔리전트빌딩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인텔리젼트빌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여기

서 “지능적인 건물”이란 여러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

으며, 이것들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가에 따라 기능의 정도가 달라진다. 다양한 인텔리젼

트빌딩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최근의 건축기술의 발전

이 어느 정도의 지능과 자동화를 가능케하고 있으며, 

차세대 건물이나 건축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243024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1))

건축계획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설계

도와 설계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평

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건축설계의 기본도면을 작성

하게 한다.

243027  철근콘크리트구조(1)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1))

철근콘크리트의 재료특성과 구조거동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험에서 입증된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규준의 설계공식 유도과정을 밝히고, 설계 방법을 강

의한다. 설계 방법은 강도설계법을 위주로 하며 보를 

중심으로 기둥, 기초, 슬래브 및 벽체에 대하여 해석 

및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243028  구조역학(2) (Structural Mechanics  
 in Architecture(2))

부정정 구조체의 정역학적 거동을 공부한다. 부정정 

보, 골조, 트러스 등의 힘의 평형과 부재력을 풀이하는 

다양한 부정정 구조물 풀이방법을 배운다.

243031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2))

건축설계(Ⅰ)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주택설계도면과 각 구조부의 상세도 및 이와 관련되는 

지식을 종합적으로 익히게 하여, 건축설계도와 설계과

정의 이해의 심도를 보강함과 아울러 간단한 건축설계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43032  건설법규 (The Related Laws of  
 Building Construction)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축법·도시계

획법·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 

내용 중 건설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243033  건축공기조화설비 
 (HVAC System for Buildings)

공기조화의 기본이론, IAQ(실내공기오염, 공기청

정장치), 공기조화의 부하계산법, 공기조화의 계산식

과 프로세스, 공기조화방식 등을 통하여 실내·외의 

환경조건에 따라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고 공조기기

를 선정하여 덕트 및 배관설계와 공기조화설비설계 및 

계획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43034  철골구조학 
 (Theory of Steeel Structures)

강구조의 개념과 인장재 설계, 압축재설계, 조립재

설계법 및 이음, 맞춤, 부착설계법에 대하여 강의하며 

구조역학을 바탕으로 실제 철골구조물의 골조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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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35  철근콘크리트구조(2)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여러 시스템, 철근콘크리트구

조, 프리캐스트구조, 프리스트레스구조 및 복합구조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구조적인 특징 및 공법을소개하며, 

R/C부재 및 구조체의 강도, 거동, 설계에관한 방법과 

시공간의 관련사항 등에 중점을 둔다.특히 본과목은 

내진설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진규준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243055  창의성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본 과목은 건축 공학설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

을 익히고, 학생들의 참여로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다룬다. 이를 통하여 설계가 무엇인지 공학적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을 기른다. 공학적 문제는 건축공학과의 특성상 건축

구조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한다.

243058  건축구성학 
 (General Building Structures)

이 과목은 건물의 구성방법과 그 성능에 관한 이론과 

건축구조의 근본이 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 

벽, 지붕, 바닥, 개구부, 계단등에 대한 구성원리및 방

법을 포함한다. 구조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포

함하고 건물에 요구되는 성능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성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강술하며,건축물을 

구성하는 기초, 벽, 바닥, 지붕, 개구부, 계단, 천장 

등의 각 부위별 요구성능 및 부위간의 구성원리 및 방

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식을 습득

하도록 한다.

243059  건축시공학 (Building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ethods)

건축생산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등 건축물의 주요 골조부위를 형성하기 위한 구조체공

사의 시공기술 및 실무적용방법과 방수공사, 미장공

사, 금속공사, 커튼월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도장공

사, 수장공사, 시방서 및 계약방식 등 건축물의내·외

장을 형성하는 마감공사에 관한 시공기술 및실무에 대

하여 교육하고, 기타 건축공사 수행 업무에관한, 계약 

및 입찰, 시방서 및 시공도면 작성, 건설관련법규의 이

해와 현장 안전 및 보건활동 등에 관한건설현장의 실무

내용을 교육한다.

243060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3))

건축설계(2)에 이어 일반 건축물의 기본계획도를 작

성하는 실용적 기술을 익힌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

는 특성과 경제적, 환경적 조건을 파악 설정하고,이를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타 필요한 도면 및 

표현 수단으로 형상화 하는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건축

도면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아울러 다음 건축공학통합

설계(1),(2)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43064  건축실무구조설계 
 (Structural Design of Buildings)

현재 완공되었거나 계획 중인 건축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설계 과정과 상세 설계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개별 구조물의 설계조건에 따른 구조시스

템, 사용재료특성, 시공성 등에 대한 설계의 흐름이 인

식되도록 하여 건축구조물의 구조계획 및 설계에 필요

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구조부재의 안전

성과 경제성에 기초한 구조부재의 단면산정 방법등 건

축구조설계의 기술을 습득하여 소규모의 건축구조물에 

대한 기본 구조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도면화 할 수 있

는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졸업 후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 하도록 한다.

243065  컴퓨터활용 
 (Computational Application)

컴퓨터를 공학 분야 응용에 필요한 도구를 배

운다,사무자동화 분야와 3차원 모델링, VB를 통

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이를 Visual Basic 

Application과 VBscript로 응용하며 프로그래밍 프

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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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66  건설경영이야기 (Construction  
 Management Outlook)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관리활동은 건설프로젝트

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건설경영의 

중요성 및 효과를 배울 수 있도록 각종 흥미로운 건설

경영 기법, 전략,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소개하고 또

한 건설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리분야, 관리기법 등에 대한 이론

적, 실무적 지식을 학습한다.

243067  건축공정설계 (Construction Planning  
 and Project Scheduling)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프

로젝트 공정계획 기법을 학습하고, 프로젝트 공정관리

의 기본사항인 공기단축, 자원관리, 진도관리및 전산 

S/W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공사관리 기술의 발상 및 개발에 요구되는기본 소양을 

배양하고 실제 건축공사에 적용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243068  건축구조개론 (Introduction of  
 building structures)

건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또는 건축구조에 관

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건축물의 기본적인 원리에 

관하여 학습하고 구조물의 뼈대에서 힘의 흐름을 이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건축물의 기본원리를 이

론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 학습하고 구조적 개념에서 부

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알기 쉽게학습하여 건

축물의 공학적인 시각은 물론 미학적 시각을 넓게 발전

시킨다. 건축물의 거동과 구조재료 그리고 실제 건축

물을 통해서 구조적인 모델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건축

물을 대상으로 간단한 구조계산도수행한다.

243069  건축급배수위생설비 (Water supply,  
 drainage and sanitary system for  
 buildings)

건축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되

고 배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체역학의 기본을 

학습한 후, 건축물의 급수 및 배수, 위생설비, 오수처

리, 소화설비에 대한 제반 이론 및 실무 지식을 습득한

다. 배관과 펌프, 급탕설비, 통기설비, 소화설비,가스

설비의 이론, 설계 및 운영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243070  건축사업경제성공학 (Construction  
 Pre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최근 건설산업의 발주경향이 민간사업의 경우 프로

젝트 파이넨싱을 통한 개발형 프로젝트가 주류를 형성

하고 있고 공공사업의 경우 민자 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공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 사업영역에서 

공히 필요한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재무제표의 흐름, 

가치공학/생애주기 비용분석, 건설리스크를 반영한 의

사결정 등을 학습한다.

243071  건축설비경제학 (Economics of  
 building facilities)

건축설비의 설계, 시공, 운영, 페기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이

론을 학습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전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LCC 기법을 학습하여 최적의 

건축설비 설계 기법을 터득한다.

243072  건축원가관리 (Cost Management)

공공발주 공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기반으로 건설사업

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축의 각종 공종별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종별 

일위대가를 결정하는 방법, 일위대가에 따른 공종별 

단위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등을 수학하며 최근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건설사업비 합리화를 위한 가치공학기법과 생애

주기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243073  건축전기설비및조명 (Electrical system  
 and lighting for buildings)

전기 이론을 배우고 건축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건물의 각종 전기 설비

인 수변전, 예비전원, 배전, 동력, 정보통신, 배선설

계 및 공사, 방재, 수송설비 등에 대한 이해과 실무능



-  194  -

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건물 조명 관련 이론과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243074  건축표준및품질관리 (Architectural  
 Standard and Quality Control)

건축공학 기술자의 국제적 자격 인증과 건축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교육으

로서 건축 기술 및 제품, 공법 등의 국제적 정보 수집 

및 자료의 취득,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계획, 설

계, 시공, 품질 및 유지관리 분야의 국내외 표준(KS 

및 ISO 등)을 학습하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

설기술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기술, 공법의 품질관리 방법을 습득한다.

243075  건축환경공학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

건축물의 온도, 습도, 청정과 관련된 실내 열환경,

조명환경, 음향환경의 이론과 적용 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실습을 통하여 건축환경 요소의 측정 및 해석 

방법을 터득한다.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거주자에게 

쾌적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학습한다.

243076  건축파사드공학 (Building  
 environment engineering)

건축의 외장을 구성하는 각종 커튼월의 종류, 특성, 

구조방식, 시공공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학습한

다. 또한 친환경건설, 지속가능건설, 초고층건설, 비

정형건설 등 최근 범 세계적 건설동향과 연계된 커튼월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친환경인증기준인 LEED와 

연계된 평가사항을 학습한다. 비정형건축을 주도하는 

국제적 설계기업에서 적용하는 건축외장 설계과정/기

법을 숙지하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건축외장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243078 메트릭스구조해석 (Matrix analysis)

하중을 받아 변형을 일으키는 물체내부의 응력

과 변형율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구조해석을 기본

으로 재료의 이론적 법칙 및 개념뿐만 아니라 재료

의 여러가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적용

한다. 컴퓨터 구조해석을 목적으로 한 매트리스 구조

해석법의 기본원리와 이론을 알기 쉽게 다룬다. 구조

물의 정역학적 원리 및 이론, 응력법 및 변위법에 의

한 부정정 Beam, Truss, Rahmen, 프레임구조

물의 해석을 연습하고 특히 부정정구조물의 Beam, 

Truss,Rahmen 등의 구조물을 응력법과 변위법, 직

접강도법에의한 메트릭스 해석법에 의해 해석하는 방

법 등을 터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3080  열유체개론 (Introduction of thermal-   
 fluids engineering)

열역학, 열전달 및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

습한다. 열역학에서는 물질의 상태량과 관련식을학습

한 후, 일과 열의 관계를 다루며, 질량 및 에너지보존

의 법칙을 검사질량과 검사체적에 응용한다. 열역학 

제2법칙에서는 최대효율의 한계를 학습한다.열전달에

서는 열전달의 3가지 방식인 전도, 대류, 복사를 학습

한다. 유체역학에서는 수력학과 유체 운동을 해석한

다. 열유체개론은 건물의 공조부하 계산과 건축설비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243081  친환경건축설비 
 (Green building facilities)

지구 환경의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

물 발생 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환

경건축설비에 대하여 학습한다.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

지 절감, 자원의 소비 감소, 자연환경과의 친화,쾌적

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환경 폐기물의 저감 기술등 환

경친화형 건축 설계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응용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 설계에 활용 

및 접목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243082  컴퓨터언어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

공학적인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

래밍 언어를 배운다. 컴퓨터 언어를 문법과 문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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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과제를 통해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203145  건축생산성관리 (Construc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건설산업은 일품수주생산, 옥외이동생산, 인력의존

생산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조산업과 같은 타 산업분

야와 비교하여 그 생성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생산

성은 건축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 및 관리에 따라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본 교과목에서는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관리계획, 자재조달계획, 장비투입계획 등 건설관

리 측면에서의 관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 초고층 건축기술, 계약 및 클레임에 관한 내용도 포

함한다.

243203  건축재료공학 (Building Materials  
 Engineering)

건축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건축재료에 대한 재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화학적 물리적 성질, 내구성능, 경

제성, 유지관리 수명, 사용방법, 친환경 특성,재활용 

기술 등을 학습한다. 주요 건축재료로서는 콘크리트, 

철골, 목재, 석재 등의 구조재료, 방수재료,흡음 및 차

음재료, 내화재료, 단열재료 등의 기능재료, 도장재

료, 미장재료, 유리, 타일 등의 마감재료등을 대상으

로 그 성능 평가 방법 및 사용 기술 등을학습한다.

243207 건축계획 (Architectural Planning)

건축 공간형성에 필요한 규모 및 치수계획과 각종건

축물의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시키다.

243210  건축전산응용설계 (Computational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

3차원 CAD및 건축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3차원 설계방법 및 모델링을 익히고 건축분야 가상현

실 응용과 디지털 스튜디오 작업을 병행한다. 수강생

이 제작한 컨텐츠를 프레젠테이션으로 꾸미고 발표하

는 공부와 새로운 건축정보기술의 경향인 유비쿼터스 

공간설계에 관해서도 학습한다.

243246  건축공학졸업설계및연구(1)  
 (Construction Engineering  
 Graduation Design and Research  
 Project(1))

건축공학 교육의 현장 실무설계,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응용 및 연구개발의 기초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

육과목으로서 건축시공분야, 건축설비분야, 건축구조

분야의 기초적 설계 및 연구 Item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43247  건축공학졸업설계및연구(2)  
 (Construction Engineering  
 Graduation Design and Research  
 Project(2))

건축기술의 공학적 이론과 실무, 실습교육의 결과를 

건축시공분야, 건축설비분야, 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설

계작품 혹은 학술 연구논문을 작성토록 하여 학습의 결

과를 평가하고, 건축기술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

록 지도·교육한다.

243249  부재디자인및실험 (Member Design  
 and Experiments)

건물의 구조거동과 재료의 성질을 실험을 통하여 습

득하게 한다. 보, 기둥 및 골조에 대한 구조실험과 콘

크리트, 강재 등 구조재료의 물성실험이 이 과정의주

요 내용이며, 실험체의 제작, 하중가력, 응력 및 변형

의 측정, 실험결과의 분석 등이 강의와 실습으로진행

된다.

243271  구조역학(1) (Structural Machanics  
 in Architecture(1))

정정 구조체의 정역학적 거동을 공부한다. 여러 가

지 형식의 정정 보, 골조, 트러스, , 아치 등의 힘의 

평형과 부재력, 단면의 응력도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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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41  건설안전공학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다양한 건설공사 실패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

사의계약,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제 단계별로 어

떠한 원인이 건설실패를 초래하는지 법 공학

(ForensicEngineering)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건

설공사의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제반조건을 경험적으로 

학습한다.

243342  건축물유지관리공학 (Construction  
 Maintenance Technology)

건축물의 준공 이후 사용 과정에서 구조체, 외장재, 

내장재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성능 저하 현상(균열 발

생, 중성화, 염해, 철근부식, 동결융해, 알칼리골재반

응, 결함 등)을 이해하고, 구조물의 장기적 안전성과 

내구수명을 확보 또는 연장하기 위한 보수 및 보강 기

술, 진단 평가 기술 등을 학습한다.

243344  건축구조계획 (Structural Planing of  
 Architecture)

건축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는 구조개념을 소개하고, 건물의 설계시 

구조부재(보, 기둥, 내력벽, 기초)의 계획방법을익혀, 

계획단계에서 구조부재의 배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강

의한다. 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조부재의 기능과 하중

에 대한 저항 및 변형특성, 현재 국내외 시공된 건물의 

구조계획 예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

한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등의 기본원리

에 대하여 개념적인 사항을 정리하도록한다.

243413  건축설비공사및실무 (HVAC &  
 Plumbing Installation and  
 Estimation)

적산의 의의 및 건축물의 기획에서 완성까지의 단계

를 이해시키고 각종 설비의 적산방법과 경제성의관계

를 고찰함으로써 각 공정별 설비시공에 대한 제반사항

을 적산과 관련하여 시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43418  건축설비계획및설계 (Building  
 Services Planning & Design)

건축물에서 공기조화설비, 급배수·위생설비의 시

스템 구성 및 설계 방법 전반에 관해 이해하고, 더 나

아가 설비 지식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

고, 실습을 통하여 건축 설계 및 시공시 반영할 수 있

는 능력을 적극 배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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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전공선택 144049 건축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53 건축표현과제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소                   계 17 15 4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351 환경과인간 2 2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44102 건축기초설계 4 0 8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04 건축컴퓨팅(1) 2 1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51 구조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소                   계 20 14 1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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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44001 건축설계(1) 6 0 1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09 구조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23 서양건축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302 건축사진및프리젠테이션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17 10 14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선택 144012 건축의장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22 건축설계(2) 6 0 1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26 건축컴퓨팅(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50 건축환경원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203 한국전통건축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소                   계 19 14 16

3

1

전공필수 144007 건축설계(3) 6 0 1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17 실내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32 주거계획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48 건축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54 건축컴퓨테이션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301 건축구조.구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404 근대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550 코업(1) 6 0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551 코업프로젝트(1) 12 0 0 복수(부)전공

소                   계 42 17 14

2

전공선택 144015 건축시공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28 건축설계(4) 6 0 1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29 환경친화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31 건축법제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47 건축과경관디자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441 건축미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541 건축작품연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552 코업(2) 6 0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553 코업프로젝트(2) 12 0 0 복수(부)전공

소                   계 42 18 12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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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4

전공필수 144013 건축통합설계(1) 6 0 1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44554 중점지도(1)-구조 1 0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4010 건축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35 단지계획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501 현대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542 건축물보존과리모델링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555 코업(3) 6 0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556 코업프로젝트(3) 12 0 0 복수(부)전공

소                   계 37 12 14

1

전공선택 144020 도시계획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27 건축과사회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34 건축통합설계(2) 6 0 1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55 글로벌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402 건축구조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557 중점지도(2)-설계도서 1 0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4558 코업(4) 6 0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559 코업프로젝트(4) 12 0 0 복수(부)전공

소                   계 37 11 16

5

1

전공필수 144503 건축통합설계(3) 6 0 1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44560 중점지도(3)-사업분석 1 0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44040 건축실무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44 건축기획•개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56 국내인턴십 3 0 0 인증필수

전공선택 144057 글로벌인턴십 4 0 0

소                   계 20 6 14

2

전공필수 144502 건축졸업설계연구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졸업관련

전공선택 144021 건설경영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44058 인디펜던트스터디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9 6 6

합                   계 260 12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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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주간)

(Architectural Design Course)

◈ 교과목 개요

144001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1))

건축설계의 기초적인 공간분석, 설계과정방법론,커

뮤니케이션기술의 발전에 따른 표현기법의 습득,디자

인의 표현능력 등을 학습한다.

144004  건축컴퓨팅(1) 
 (Architectural Computing(1))

설계도면제작을 위한 표현도구인 CAD의 2차원의기

능을 익히며 건축설계 분야에서 활용되는 각종 기초 응

용프로그램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44007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3))

데이터분석과 프로그래밍, 대지분석과 디자인을포

함하여 주변 환경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건

축 재료의 성질에 대한 언급, 시공과 구조시스템에대

한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용도 건축물에 대한 디

자인 과정을 숙달한다.

144009 구조역학 (Statics)

학생들에게 물체간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

를 연구하는 학문인 역학 중에서, 힘의 평형을 다루는 

정역학을 교육한다. 정역학은 건물의 안정성을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물질의 내구성에관한 기본 

원리와 평형, 전단력, 모멘트, 응력과 변형에 관한 영

역을 포함한다.

144010  건축설비 (Building Services and  
 Equipment)

실내 생활 환경과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설

비의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비는위생

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재설

비, 승강장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물의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는 

건축 설비가 건축 계획이나 구조 및 시공계획과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144012  건축의장 
 (Architectural Design Theory)

건축이론의 체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건축

작품속에서 건축이론의 적용을 검증한다. 이러한과정

을 통해 건축형태 및 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구성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44013  건축통합설계(1) (Integrated Design  
 Technology Project(1))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축에 관련된 구조 

및 시공에 관련된 기술적 정보의 통합, 개략적인공사

비의 산출, 복잡한 건물과 관련시스템의 전반적통합에

의 숙달을 위하여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합동으로 교

육한다.

144015  건축시공 (Architectural  
 Construction Technology)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물자(재료 및장

비)를 비롯한 제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평

가,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주어

진 건축 시공 환경 여건을 분석하고, 실무적 업무를 수

행하는 기본 능력을 키우고, 학습하여, 건축설계가 공

학적 전략과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수 있는 체

계적 사고를 가지도록 교육한다. 따라서학습 목표 및 

내용은 건축현장의 실무에 기반을 두고있으며, 학생들

에게는 건축 생산 공학, 건축 품질 및재료 공학, 건설 

관리 공학에 관계되는 학습 내용을제공한다. 이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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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건축물이 인간의 주거생활및 경제적 활동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습득하게 되고, 구체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

의 활용방안을 습득하기 위하여 건축 시공의 원칙, 절

차, 관리, 평가에 대해서학습하게 된다.

144017 실내건축 (Interior Design)

건축공간내에서의 기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위해 

건축설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실내건축공간을설계한다. 

특히 마감재료, 색채, 조명등 공간 체험에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건축적 형태에의해 조성된 공

간과 연계성을 갖도록 설계하는데 역점을 둔다.

144020 도시계획 (Urban Planning)

도시공간의 발전과 건축물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용

자의 요구와 공동의 이익 등이 이루어내야 할 조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도시의 발달과정 및 구성 및조사, 

계획의 방법, 토지이용규제, 도시설계 및 재개발 수법 

등을 이론과 현실적 관점으로 학습한다.

144021  건설경영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업에 관련지식을 학습하며 특히 건설업의 원가 

소요별 관리 실무를 파악하게 하며 건설업 경영관리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공사집행 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강의한다.

144022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2))

건축설계와 환경의 연관관계, 사용자-공간에 대한 

학습, 건축에 관련된 기술숙달에 대한 비중을 높이며 

기초단계의 연속적인 실습을 통하여 단순한 건물의 디

자인과 의사전달에의 최소한의 숙달을 익힌다.

144023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건축과 도시의 역사와 이론의 

변화를 개관한다. 시대별로 건축 개념과 양식적표현, 

건축유형과 구축술의 변화와 발전을 학습한다.각각의 

역사적 지역적 범주에서 건축양식과 형태가결정되는데 

건축가와 건축주의 역할과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

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을 이해한다.

144026  건축컴퓨팅(2) 
 (Architectural Computing(2))

3차원 CAD 모델 제작 및 rendering 기

법,Animation 제작 등의 건축분야의 고급 프리젠텐

이션 기법을 습득한다.

144027  건축과사회 
 (Architecture and Society)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의역

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드러내는 가치 및 관습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대해 이

해한다.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간의 상호관계를 밝

혀주는 심리적 생리적 행태적 이론과 방법을이해한다. 

사용자 요구분석 및 디자인 의사결정, 인간 행태와 건

축형태와의 관계 등 사회적 행태가 건축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설계과정에서의 적용에대해 공부한다. 기

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기법과 공간및 행위의 분석, 사

례연구 등의 방법을 공부한다.

144028  건축설계(4) 
 (Architectural Design(4))

정성적 기술을 사용한 단순하거나 복잡한 건물에대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축디자인 요소를 학습하고 이

를 다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는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인 검토능력을배양하며 

전체적인 건축설계의 종합능력을 발전시킨다. 단일 건

물내에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복잡한 건물이나 여러 개

의 복합건물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능력을 배양하

며, 단순한 건물의 완결된 디자인 능력을 배양한다.

144029  환경친화건축 
 (Sustainable Architecture)

건축에서의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공부한다. 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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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건조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국제적 사례

들을 연구하여 설계에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21세기 건조환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서의‘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

제로 하여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전문인의 환경윤리와

건축인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다. 환경친화적건

축의 실천을 위한 기본지식을 대지의 맥락과 건물설계

의 단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의 면에서 익히며환경친

화적 재료와 건설자재의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에 대하

여 학습한다. 더불어 환경친화건축의 실천을 위한 정

책과 과제에 대하여 강의, 토론, 사례발표를 병행한다.

144031  건축법제도 (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제법, 건축사

법, 전문 용역과 관련된 규약, 설계사무실 등 개업 등

에 관한 법을 인지하며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과 이에따

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중보건

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해설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습

득한다.

144032  주거계획론 
 (Housing Planning Theory)

주생활의 변천과 주거의 개념, 주생활과 주택과의관

계, 기능별 각 실의 구성방법 및 상호 관련성, 대지조

건에 따른 배치계획 등 주거설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

식을 익힌다.

144034  건축통합설계(2) (Integrated Design  
 Technology Project(2))

도시적 맥락에서의 복잡한 건물이나 여러 개의 복합

건물의 합성, 수송 및 교통 등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강조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건축의사회

적 측면의 평가, 경제적인 평가 및 디자인 반영기법을 

학습한다.

144035 단지계획 (Site Planning)

단지계획 및 설계의 기법을 공부한다. 대지의 자연

조건과 가능성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지

형적 조건이 제공하는 대지의 제약이 건축과 상호관계

를 맺게되는 가능성을 공부하도록 한다. 단지개발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자연적 기술적 요소에 대해 이해

한다. 대지분석과 선택, 땅을 다루는 방법, 배수로의 

계획 등을 학습한다.

144040 건축실무 (Professional Practice)

다양한 조건과 문화 속에서 전개되는 건축사로서의 

경쟁력과 책임감 있는 전문용역을 기획하기 위해요구

되는 전문적 원칙, 프로젝트와 관련된 적절한 지식을 

지니도록 한다. 전문 용역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과 책

임을 이해하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획업무및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정, 사무실 조직, 경영방법,재정관리 등

에 관해 이해한다. 또한 프로젝트 단계별도면과 서류

의 유형을 이해한다.

144044  건축기획·개발 (Architectual  
 Planning and Development)

건설경제에 기반을 이루는 부동산에 관련된 건축

기획개발을 위하여, 프로젝트 가치와 목표를 수립하

고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시장환경분석, 사업성 평가

(Feasibility Analysis), 건축시설프로그래밍설정,

건축재정모델, 시공비용 조절, 부동산마케팅 등 기본

적 사항을 인지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는 개발사업

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 초기 사업단계부터 개발컨셉설

정, 타당성검토, 건축기본계획, 건물의 경제성,건설사

업관리 등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개

발사업계획서를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습득한다.

144047  건축과경관디자인 (Architecture and  
 Landscape Design)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조경의 형태와 부지의 선택,

용지의 계획을 통한 실용성 있는 공간의 창조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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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며, 또한 부지내 구조물 상호 관계의 최적화계획 

및 통행인과 차량에 관계되는 공간과 구조물의설계를 

통한 계획적인 단지를 설계하여 인간에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즐거움을 더해주는 환경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144048 건축재료 (Architectural Materials)

현대건축물에는 다른 공업생산품에서 찾아볼 수없

는 많은 종류의 건축재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축재료의 선택방법과 사용방법은 완성될 건물의 재

해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및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

다.학생들은 건축시공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재료및 

현대건축에 요구되는 친환경재료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144049  건축학개론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건축물을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 건축물의 구조적안

정을 위한 기초지식, 건축물의 미학적 경험과 상징적 

의미, 건축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이

고 포괄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건축이라는학문적 

영역과 건축전문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건축물과 건조환경이 생성되는 과정

과 조건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는 포괄적 시각을 갖게 

된다.

144050  건축환경원론 (Theory of Architetural  
 Environment)

학생들이 환경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열, 빛, 음에

대한 과학적 기본 원리를 연구하게 하며, 건물 내부환

경을 조절하는 기술을 이해하도록 한다. 인간은 쾌적

한 온도, 습도, 기류와 함께 안전하고 소음이 없으며 

활동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환경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 에너지, 온열환경, 습도조

절, 일조와 일사, 음향이론, 차음 및 흡음등의 내용이 

제시된다.

144051  구조의이해 
 (Introduction to Building Structure)

학생들에게 건축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와 물질 그리고 실제 건설 과정의 주요한 흐름을습득하

게 한다. 건축에 사용되는 기술의 변화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의 형태와 각 요

소의 구조적 역할을 학습한다.

144053  건축표현과제도 
 (Presentation Skill and Drawing)

각종 설계 도면의 표현에 필요한 각종 사물의 정확하

고 효과적인 표현능력을 기르기 위해 형태, 색채,구조 

기능 등을 다양한 기법으로 습득시킨다.

144054  건축컴퓨테이션디자인 (Architectural  
 Computation Design)

각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활용능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디자인 수업을 동시에 실

사한다.

144055 글로벌건축 (Global Architecture)

글로벌 건축은 비서구권 건축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

한 교과목이다. 세계화로 인해 근대건축이 영향을 미

친 많은 비서구권 국가들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며, 중

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축적 전

통에 관해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시간적인 범위는 원

시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포괄적이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의 적용과 변용, 제도의 

정착, 건축지식의 체계화 등 다양한 테마를 매주 적용

하여 학습한다. 본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분법

적으로 다루어 온 서구 대 비서구의 대립적 접근법을 

탈피하고,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으로서 향후 

국제적인 맥락에서 건축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를 쌓도록 한다. 

144056 국내인턴십 (Field Training)

다양한 현장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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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질을 배양하도록 한다.

144057 글로벌인턴십 (Global Field Training)

다양한 현장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

는 자질을 배양하도록 한다.

144058 인디펜던트스터디 (Independent Study)

첨단 사회에 변화하는 기술적 요구의 다양성에 대응

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교과내용을 개발하고 지도교

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축적 전문지식을 습

득한다.

144102 건축기초설계 (Basic Design)

건축학입문자를 대상으로 건축공간에서의 개별적경

험학습, 공간분석을 비롯하여 건축가가 공간을 디자인

하고 공간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학습한다.

144203  한국전통건축론 (Theory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한국전통건축론은 건축 디자인의 기초 과목으로,작

품 분석 중심이며 체험을 중시한다. 한국 전통 건축의 

지리관, 배치계획, 내외부 공간계획, 구조계획,의장계

획, 조원 계획 등 일반적인 이론 분석으로 한국 전통건

축의 공통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도시계획, 주

거 건축, 종교 건축, 공관 건축 등 각 건물 유형별로 분

석하여 유형별 차이성과 공통성을 밝히고, 건축 디자

인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144301  건축구조.구법 (Architectural  
 Structure & Assemblies)

학생들에게 구조 시스템과 이에 따른 시공 기술의정

확한 지식을 토대로 건물 구성 원리와 건축 요소의기본 

개념을 제시한다.

144302  건축사진및프리젠테이션 (Architectural  
 Presentation)

건축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각 표현 기법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사진기술을 비롯한 각종 프리젠테이션의 방

법을 학습한다.

144402  건축구조설계 (Architectural  
 Structure Design)

학생들에게 보, 기둥, 벽, 바닥 및 간단한 쉘 구조

물의 구조적 요소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제시한

다. 여기에서는 특히 목조, 조적조, 철골조, 콘크리트

조 등의 구조방식의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구조재

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144404 근대건축 (Modern Architecture)

18세기에서 20세기 근대건축까지 당대의 건축이론

과 기능, 구조, 미학의 변화를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근대의 문화적변동

이 가져온 지적 충격과 그것의 물적 표현을 건축개념과 

양식적 표현, 건축유형과 구축술의 변화를 통해 이해

한다.

144441 건축미학 (Architectural Esthetics)

건축미학의 이론을 익히고 이를 구체적인 작품에적

용하는데 역점을 둔다. 건축의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을 학습하고 실제의 설계에 이를 적용할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144501  현대건축 
 (Contemporary Architecture)

2차 세계대전 이후 활동한 세대를 출발점으로 해

서 현재에 이르는 건축의 변화를 공부한다. 현대건축

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동인이 되는 계기들을 비판적으

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

주의, 복합성 이론, 디지털을 포함하는 예술 문화 철학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흐름과 관련하여 현대건축의 경향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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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02  건축졸업설계연구 
 (Design Thesis Research)

종합적인 설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졸업설계, 프로

젝트에 관련된 교수가 합동으로 지도하며 졸업설계를 

진행한다.

144503  건축통합설계(3) (Integrated Design  
 Technology Project(3))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건축사업의 경영적 측면을고려

하여 법규적 검토, 복잡한 건물의 설계, 데이터수집, 

분석, 프로그래밍, 계획 및 설계, 구조, 빌딩시스템, 

조경설계, 기타 종합 실무적 지식에 관련된 능력을 배

양한다.

144541  건축작품연구  
 (Architectural Case Design)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건축적인측

면에서 분석연구하여 우수한 작품을 요소별 또는종합

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144542  건축물보존과리모델링 (Architectural  
 Preservation and Remoldeling)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과 재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의 기법을 학습한다. 특히 건물의 기능적, 미적 요구의 

변화에 따른 계획적 접근 기법과 시공과 재료에관련된 

기술적 기법을 학습한다.

144550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4551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4552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4553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4554  중점지도(1)-구조  
 (Priority 1-Structure)

건축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작품이 되도록 지도

하여, 건축구조의 기술적 특성인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되, 창의적인 구조 개념을 설계와 연계시키도록 한다. 

144555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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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4556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4557  중점지도(2)-설계도서 (Priority 2-  
 Documentation)

건축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작품이 되도록 지도

하여, 건축구조의 기술적 특성인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되, 창의적인 구조 개념을 설계와 연계시키도록 한다. 

144558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4559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4560  중점지도(3)-사업분석  
 (Priority 3-Project Analysis)

건축 및 도시 설계의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사업타당

성 및 경제성 분석을 실제 작품을 대상으로 실행토록 

하여, 사업성을 고려한 설계능력을 배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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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선택 244007 건축설계(3) 5 5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17 실내건축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21 건설경영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35 단지계획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301 건축구조•구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343 건축기획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404 근대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20 0

2

전공선택 244020 도시계획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27 건축과사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28 건축설계(4) 5 5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29 환경친화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31 건축법제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542 건축물보전과리모델링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0

4

1

전공선택 244010 건축설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40 건축실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342 부동산관련법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401 건축설계(5) 5 5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443 지구단위계획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501 현대건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541 건축작품연구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20 0

1

전공필수 244400 졸업설계 5 5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44041 세미나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043 건축시공및재료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402 건축구조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442 건축기획실무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44445 인테리어디자인실무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17 17 0

합                   계 75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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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야간)

(Architectural Design Course)

◈ 교과목 개요

244007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3))

데이터분석과 프로그래밍, 대지분석과 디자인을포

함하여 주변 환경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건

축 재료의 성질에 대한 언급, 시공과 구조시스템에대

한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용도 건축물에 대한 디

자인 과정을 숙달한다.

244010 건축설비 (Mechanical Systems)

실내 생활환경과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설

비의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비는위생

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재설

비, 승강장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물의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는 

건축 설비가 건축 계획이나 구조 및 시공계획과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244017 실내건축 (Interior Design)

건축공간내에서의 기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위해 

건축설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실내건축공간을설계한다. 

특히 마감재료, 색채, 조명등 공간 체험에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건축적 형태에의해 조성된 공

간과 연계성을 갖도록 설계하는데 역점을 둔다.

244020 도시계획 (Urban Planning)

도시공간의 발전과 건축물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용

자의 요구와 공동의 이익 등이 이루어내야 할 조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도시의 발달과정 및 구성 및조사, 

계획의 방법, 토지이용규제, 도시설계 및 재개발 수법 

등을 이론과 현실적 관점으로 학습한다.

244021  건설경영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업에 관련지식을 학습하며 특히 건설업의 원가 

소요별 관리 실무를 파악하게 하며 건설업 경영관리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공사 집행 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강의한다.

244027  건축과사회  
 (Architecture and Society)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의역

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드러내는 가치 및 관습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대해 이

해한다. 물리적 환경과 인간행동 간의 상호관계를 밝

혀주는 심리적 생리적 행태적 이론과 방법을이해한다. 

사용자 요구분석 및 디자인 의사결정, 인간 행태와 건

축형태와의 관계 등 사회적 행태가 건축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설계과정에서의 적용에대해 공부한다. 기

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기법과 공간및 행위의 분석, 사

례연구 등의 방법을 공부한다.

244028  건축설계(4) 
 (Architectural Design(4))

정성적 기술을 사용한 단순하거나 복잡한 건물에대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축디자인 요소를 학습하고 이

를 다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는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인 검토능력을배양하며 

전체적인 건축설계의 종합능력을 발전시킨다. 단일 건

물내에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복잡한 건물이나 여러 개

의 복합건물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능력을 배양하

며, 단순한 건물의 완결된 디자인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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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29  환경친화건축 
 (Sustainable Architecture)

건축에서의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공부한다. 열,빛, 

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건조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국제적 사례

들을 연구하여 설계에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21세기 건조환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서의‘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지구환경보존을 위한전문인의 환경윤리와 

건축인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인식한다. 환경친화적 건

축의 실천을 위한 기본지식을 대지의 맥락과 건물설계

의 단계, 에너지 절약형건축의 면에서 익히며 환경친

화적 재료와 건설자재의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에 대하

여 학습한다. 더불어환경친화건축의 실천을 위한 정책

과 과제에 대하여강의, 토론, 사례발표를 병행한다.

244031  건축법제도 (Building Code and  
 Regualtions)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제법, 건축사

법, 전문 용역과 관련된 규약, 설계사무실 등 개업 등

에 관한 법을 인지하며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과 이에따

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중보건

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해설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습

득한다.

244035 단지계획 (Site Planning)

단지계획 및 설계의 기법을 공부한다. 대지의 자연

조건과 가능성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지

형적 조건이 제공하는 대지의 제약이 건축과 상호관계

를 맺게 되는 가능성을 공부하도록 한다. 단지개발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자연적 기술적 요소에 대해 이해

한다. 대지분석과 선택, 땅을 다루는 방법, 배수로의 

계획 등을 학습한다.

244040 건축실무 (Professional Practices)

다양한 조건과 문화 속에서 전개되는 건축사로서의 

경쟁력과 책임감 있는 전문용역을 기획하기 위해요구

되는 전문적 원칙, 프로젝트와 관련된 적절한 지식을 

지니도록 한다. 전문 용역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과 책

임을 이해하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획업무및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정, 사무실 조직, 경영방법,재정관리 등

에 관해 이해한다. 또한 프로젝트 단계별도면과 서류

의 유형을 이해한다.

244041 세미나 (Seminar)

최근의 건축을 둘러싼 제반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발표 및 토의를 통해 다양한 건축이론과 지식을 습득하

고, 국내외 중요 건축물에 대한 답사를 통해 건축물을 

해석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244043  건축시공및재료 (Architectural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terials)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물자(재료 및장

비)를 비롯한 제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평

가,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주어

진 건축 시공 환경 여건을 분석하고, 실무적 업무를 수

행하는 기본 능력을 키우고, 학습하여, 건축설계가 공

학적 전략과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수 있는 체

계적 사고를 가지도록 교육한다. 따라서학습 목표 및 

내용은 건축현장의 실무에 기반을 두고있으며, 학생들

에게는 건축 생산 공학, 건축 품질 및재료 공학, 건설 

관리 공학에 관계되는 학습 내용을제공한다. 이에 학

생들은 건축물이 인간의 주거생활및 경제적 활동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습득하게 되고, 구체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

의 활용방안을 습득하기 위하여 건축 시공의 원칙, 절

차, 관리, 평가에 대해서학습하게 된다.

244301  건축구조·구법 (Architectural  
 Materials and Construction  
 Technology)

학생들에게 구조 시스템과 이에 따른 시공 기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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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지식을 토대로 건물 구성 원리와 건축 요소의기본 

개념을 제시한다.

244342  부동산관련법규 (Real Estate Code  
 and Regulations)

부동산 사법, 공법, 물권법 및 과세에 관한 기초이론

을 교육하여 부동산개발 관련 활동을 합법적, 효율적

으로 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244343  건축기획  
 (Architectural Programming)

점점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건축환경에서 건축 프로

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최적의건축

물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사업조건을 기획, 설정하기 

위한 제반 이론을 교육한다.

244400  졸업설계 (Architectural Design for  
 Graduate Study)

종합적인 설계능력을 배양을 목표로 하며, 프로젝트

에 관련된 교수가 합동으로 지도하며 졸업설계를진행

한다.

244401  건축설계(5) 
 (Architectural Design(5))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해 각자 쌓아온 문제의식과해

결능력을 종합하여 스스로 설계문제를 찾아 설계주제

로 발전시키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으로밟아보

는 것을 기본취지로 진행한다.

244402  건축구조설계 
 (Architectural Structure Design)

학생들에게 보, 기둥, 벽, 바닥 및 간단한 쉘 구조

물의 구조적 요소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제시한

다. 여기에서는 특히 목조, 조적조, 철골조, 콘크리트

조 등의 구조방식의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구조재

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244404  근대건축 (Modern Architecture)

18세기에서 20세기 근대건축까지 당대의 건축이론

과 기능, 구조, 미학의 변화를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근대의 문화적변동

이 가져온 지적 충격과 그것의 물적 표현을 건축개념과 

양식적 표현, 건축유형과 구축술의 변화를 통해 이해

한다.

244442  건축기획실무 (Architectural  
 Programming Practice)

건축기획 교과목에서 습득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

로 하여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제상황에서의 최적의 건축물 계획 및 설계에관련된 

사업조건을 기획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44443  지구단위계획 (District Unit Planning)

건축물을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최근 광범위

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지구단

위계획에 합당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물

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식을 교육한다.

244445  인테리어디자인실무 
 (Interior Design Practice)

실내디자인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 즉,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종료 및 개점까지의 단계별 필

요지식을 이해 체득시킨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 개념

설정 방법과 표현 제시방법, 관련 법규, 도면구성 내용 

및 공사비 책정, 공사공정 및 개점 관련사항을 단계별

로 제시하고 체득시킨다.

244501  현대건축 
 (Contemporary Architecture)

2차세계대전 이후 활동한 세대를 출발점으로 해서현

재에 이르는 건축의 변화를 공부한다. 현대건축을생성

하는데 있어서 동인이 되는 계기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낼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복합성 이론, 디지털을 포함하는 예술 문화철학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흐름과 관련하여 현대건축의 경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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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도록 한다.

244541  건축작품연구 
 (Contemporary Architecture)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건축적인측

면에서 분석연구 하여 우수한 작품을 요소별 또는종합

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244542  건축물보전과리모델링 (Architectural  
 Preservation and Remodeling)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과 재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의 기법을 학습한다. 특히 건물의 기능적, 미적 요구의 

변화에 따른 계획적 접근 기법과 시공과 재료에관련된 

기술적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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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건축산업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전공필수 236301 건축설계(3) 3 3 0

전공선택 236201 건축구조계획 3 3 0

전공선택 236202 건축조형론 3 3 0

전공선택 236203 철근콘크리트 3 3 0

전공선택 236302 단지계획 3 3 0

전공선택 236303 건축과사회 3 3 0

전공선택 236304 실내건축 3 3 0

전공선택 236306 건축시공학 3 3 0

소                   계 26 26 0

2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필수 236307 건축설계(4) 3 3 0

전공선택 236204 서양건축사 3 3 0

전공선택 236205 한국건축사 3 3 0

전공선택 236206 지구단위계획 3 3 0

전공선택 236207 공정관리 3 3 0

전공선택 236308 환경친화건축 3 3 0

전공선택 236310 건축컴퓨팅 3 3 0

전공선택 236312 건축급•배수설비 3 3 0

전공선택 236403 건축기획 3 3 0

소                   계 29 29 0

4

1

교양선택 200827 영어(5) 2 2 0

전공필수 236401 건축설계(5) 3 3 0

전공선택 236208 경관설계 2 2 0

전공선택 236209 건축재료 3 3 0

전공선택 236309 근대건축 3 3 0

전공선택 236311 건축물유지관리공학 3 3 0

전공선택 236402 현대건축 3 3 0

전공선택 236404 인테리어디자인 3 3 0

전공선택 236405 건축법제도 3 3 0

전공선택 236406 건축공기조화설비 2 2 0

소                   계 27 27 0

1

전공필수 236407 졸업설계 3 3 0

전공선택 236210 도시재생 3 3 0

전공선택 236211 건축적산및실무 3 3 0

전공선택 236408 도시계획 3 3 0

전공선택 236409 건축기획실무 3 3 0

전공선택 236410 건축물보전과리모델링 3 3 0

전공선택 236411 구조시스템디자인 3 3 0

전공선택 236412 건설경영및관리공학 2 2 0

소                   계 23 23 0

합                   계 105 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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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학과  (야간)

(Department of Architectural Industry)

◈ 교과목 개요

236201  건축구조계획 (Structural Planning of  
 Architecture)

건축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구조개념을 소개하고, 건물의 설계시 구조부재

(부, 기둥, 내력벽, 기초)의 계획방법을 익혀, 계획단계에

서 구조부재의 배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조부재의 기능과 하중에대한 저항 및 변형 

특성, 현재 국내외 시공된 건물의구조계획 예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236202 건축조형론 (Architectural Foam)

건축이 인간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한‘조형언어’를 찾기 

위한 건축가의 노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실습을 통한 자

신의 건축 조형 언어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그 목표가 있

다. 고찰의 방법은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적 조형 언어의 

변천사를 그리고 공시적 관점에서 최근 현대 건축 조형 언

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236203  철근콘크리트 (Reinforeced Concrete  
 Structures)

철근콘크리트의 재료 특성과 구조거동에 대한 기본이론

과 실험에서 입증된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규준의 

설계공식 유도과정을 밝히고, 설계방법을 강의한다. 설계 

방법은 강도설계법을 위주로 하며보를 중심으로 기둥, 기

초, 슬래브 및 벽체에 대하여해석 및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을 습득하게 한다.

236204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건축과 도시의 역사와 이론의 변

화를 개관한다. 시대별로 건축 개념과 양식적표현, 건축유

형과 구축술의 변화와 발전을 학습한다.각각의 역사적 지

역적 범주에서 건축양식의 형태가결정되는데 건축가와 건

축주의 역할과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요소의 복합

적 작용을 이해한다.

236205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한국의 건축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틀을 마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축을이해하는 보

편적인 입장에서, 한국 건축과 도시의 구성 및 발달과정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과거의 건축문화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도록 한다.

236206 지구단위계획 (District Unit Plan)

건축물을 도시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최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지구단위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식을 교육한다.

236207  공정관리 
 (Construncion Management)

전통적 공사관리기법인 공정관리와 원가관리에사용되

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축물 건설과정을최적화하고 시

공성과 공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기법을 학습한다.

236208 경관설계 (Landscape Architecture)

자연경관, 문화경관, 혹은 예술작품을 통하여 그조형

적, 공간적 구조를 분석, 이해하는 일은 이상경관으로서의 

실체적 공간을 창출, 변형해내는 선행작업일 것이다. 사

고와 양식에 따른 자연관의 변천, 이상화된 경관의 성격과 

유형, 그 역사적 전개를 통한경관의 미적, 시각적 균형의 

해석, 공간의 구조와 해석 등 경관구조와 구성에 있어서의 

시지각적, 공간적조형의 실제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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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236209 건축재료 (Building Material)

건축구조물의 실제적 생산 활동에 있어서 건축물의 요

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건설재료의 종류

와 품질, 사용방법, 생산 및 개발에 관한공학적 기술 사항

을 구조재료, 마감재료, 차단재료,특수기능재료, 신소재 

등으로 구분하여 건설재료에대한 기본적인 이론 사항을 학

습한다.

236210 도시재생 (Urban Renewal)

사회 문화와 도시경제 회복의 통합적 접근방식의정비

개념인 도시재생에 대해 이해하고, 도시재생의계획 방향

인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기성시

가지 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 확립에 대해 학

습한다.

236211  건축적산및실무 
 (Practice of Measurement)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재료의 품셈을 할 수 있는능력

을 개발하여 재료 및 품의 양을 맞추어 조사분석하며 또한 

그 방법에 관한 기술을 배양시킨다.

236301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3))

데이터분석과 프로그래밍, 대지분석과 디자인을포함하

여 주변 환경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건축 재료의 

성질에 대한 언급, 시공과 구조시스템에대한 개론적 이해

를 바탕으로 단일용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과정을 숙달

한다.

236302 단지계획 (site Planning)

단지계획 및 설계의 기법을 공부한다. 대지의 자연조건

과 가능성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지형적 조건

이 제공하는 대지의 제약이 건축과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 

가능성을 공부하도록 한다. 단지개발의 과정에서 고려해

야할 자연적 기술적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대지분석과 선

택, 땅을 다루는 방법, 배수로의 계획 등을 학습한다.

236303  건축과사회 
 (Architecture and Society)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의역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드러내는 

가치 및 관습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대해 이해한다. 물리

적 환경과 인간행동 간의 상호관계를 밝혀주는 심리적 생

리적 행태적 이론과 방법을이해한다. 사용자 요구분석 및 

디자인 의사결정, 인간 행태와 건축형태와의 관계 등 사회

적 행태가 건축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설계과정에서의 

적용에대해 공부한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기법과 공

간및 행위의 분석, 사례연구의 등의 방법을 공부한다.

236304 실내건축 (Interior Design)

건축공간내에서의 기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위해 건

축설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실내건축공간을설계한다. 특히 

마감재료, 색채, 조명 등 공간 체험에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건축적 형태에의해 조성된 공간과 연계성

을 갖도록 설계하는데 역점을 둔다.

236306  건축시공학 
 (Construction Technology)

실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건물 설계와 실

재적 생산에 관계되는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학생들은 건

물이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

실을 습득하게 되고, 구체적 실현을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의 원

칙, 절차, 관리에 대해서 교육한다.

236307 건축설계(4) (Architectural Design(4))

정성적 기술을 사용한 단순하거나 복잡한 건물에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축디자인 요소를 학습하고 이를 다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는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인 검토능력을배양하며 전체적인 건축

설계의 종합적 능력을 발전시킨다. 단일 건물내에 복합기

능을 수용하는 복잡한건물이나 여러 개의 복합건물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배양하며, 단순한 건물의 완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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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능력을 배양한다.

236308  환경친화건축 
 (Sustainable Architecture)

건축에서의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환경의 지

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공부한다. 열,빛 음과 같

은 환경적 요소들이 건조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국제적사례들을 연구하여 

설계에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할수 있도록 유도한다. 21세

기 건조환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전문인의 환경윤리와 건축인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다. 환경친화적 건축의 실천을 위한 기본지식을 대

지의 맥락과 건물설계의 단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의면에

서 익히며 환경친화적 재료와 건설자재의 재활용 및 폐기

물처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더불어 환경친화건축의 실천

을 위한 정책과 과제에 대하여 강의,토론, 사례발표를 병

행한다.

236309 근대건축 (Modern Architecture)

18세기에서 20세기 근대건축까지 당대의 건축이론과 

기능, 구조, 미학의 변화를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

고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근대의 문화적 변동이 가져

온 지적 충격과 그것의 물적 표현을건축 개념과 양식적 표

현, 건축유형과 구축술의 변화를 통해 이해한다.

236310  건축컴퓨팅 
 (Architectural Computing)

3차원 CAD 모델 제작 및 rendering 기법, 

Animation 제작 등의 건축분야의 고급 프리젠테이션 기

법을 습득한다.

236311  건축물유지관리공학 (Construction  
 Maintenance Technology)

건축물의 시공 이후,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성능 

저하 요인을 분석하여, 장기간의 내구수명 및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한 진단·분석·보수·보강에관한 설계, 시공, 

재료,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공학적유지관리 기술 및 학문을 

교육한다.

236312  건축급·배수설비 (Water supply &  
 Drainage System for Buildings)

건축물에 대한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통기설비,소방

설비, 기타 위생기구설비에 대한 제반 기초이론및 관련지

식과 각 시스템 및 부하계산을 이해하여 독자적으로 설비

설계 및 시공에 임할 수 있는 기초적인응용력을 갖추도록 

한다.

236401 건축설계(5) (Architectural Design(5))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해 각자 쌓아온 문제의식과해

결능력을 종합하여 스스로 설계문제를 찾아 설계주제

로 발전시키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으로밟아보

는 것을 기본취지로 진행한다.

236402  현대건축 
 (Contemporary Architecture)

2차 세계대전 이후 활동한 세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현

재에 이르는 건축의 변화를 공부한다. 현대건축을 생성하

는데 있어서 동인이 되는 계기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복합성 이

론, 디지털을 포함하는 예술 문화, 철학, 과학 및 기술 분

야의 흐름과 관련하여 현대건축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236403  건축기획 
 (Architectural Programming)

점점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건축환경에서 건축 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최적의건축물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사업조건을 기획, 설정하기 위한 제반 

이론을 교육한다.

236404 인테리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에 요구되는 기능 및 전체 분위기 구축을 위하여, 

실내디자인의 이해와 디자인 개념설정 방법, 이를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실내구성요소의 종류와 적용기법을 체득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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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05  건축법제도 
 (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제법, 건축사법, 

전문 용역과 관련된 규약, 설계사무실 개업 등에관한 법

을 인지하며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과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접근성(accessibility)

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해

설하고 운용하는 방법을습득한다.

236406  건축공기조화설비 
 (HVAC System for Buildings)

공기조화의 기본이론, IAQ(실내공기오염, 공기청정장

치), 공기조화의 부하계산법, 공기조화의 계산식과 프로세

스, 공기조화방식 등을 통하여 실내·외의 환경조건에 따

라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고 공조기기를 선정하여 덕트 

및 배관설계와 공기조화설비설계 및 계획에 응용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있다.

236407  졸업설계 (Architectural Design for  
 Graduate Study)

종합적인 설계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교수가 합동으로 지도하며 졸업설계를 진행한다.

236408 도시계획 (Urban Planning)

도시공간의 발전과 건축물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와 공동의 이익 등이 이루어내야 할 조화에 대한 이해

를 토대로 도시의 발달과정 및 구성 및조사, 계획의 방법, 

토지이용규제, 도시설계 및 재개발 수법 등을 이론과 현실

적 관점으로 학습한다.

236409  건축기획실무 (Architectural  
 Programming Practice)

건축기획 교과목에서 습득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제상

황에서의 최적의 건축물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사업조건

을 기획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36410  건축물보전과리모델링 (Architectural  
 Preservation and Remodeling)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과 재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의 

기법을 학습한다. 특히 건물의 기능적, 미적 요구의 변화

에 따른 계획적 접근 기법과 시공과 재료에관련된 기술적 

기법을 학습한다.

236411  구조시스템디자인 
 (Structural System Desing)

모든 구조물은 힘과의 관계로 성립되며 역학은 이힘의 

발상의 원천으로 하여 형태화되며 공간으로 전개 된다. 자

유로운 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역학적원리의 이해와, 힘

이 지배되는 구조가 아니라 힘을제어하는 개념으로의 구

조 접근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건축공간을 창조하기 위

하여 배우고, 즐기고,창조해내는 과정과 함께 힘을 다루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236412  건설경영및관리공학 
 (Construction Management)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상의 가치를 고급화하고, 장기간

의 내구수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이루어지는 

각종 공학적, 경제적, 인적, 물적 활동을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기본교육과정으로서 입찰 및 계약제도관리, 경

제성 비교분석 및 평가관리,원가관리, 가치공학(VE), 생

애주기비용, 생산성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문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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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시설물유지관리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전공필수 237005 구조물의보수보강공법 3 3 0

전공필수 237025 건축계획및유지관리총론 3 3 0

전공필수 237026 건축생애주기비용공학 3 3 0

전공필수 237027 건축시공및재료공학 3 3 0

전공선택 237028 건축및시설물유지관리법규 3 3 0

전공선택 237029 구조물부식이론및방식 2 2 0

소                   계 19 19 0

2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필수 237010 비파괴검사및진단평가 3 3 0

전공필수 237030 건축구조및내진보강 3 3 0

전공필수 237031 건축시설물자산가치평가론 3 3 0

전공필수 237032 건축시설물리모델링개론 3 3 0

전공선택 237011 토목시설물유지관리(1) 3 3 0

전공선택 237033 건축물리모델링공정관리 3 3 0

소                   계 20 20 0

4

1

교양선택 200827 영어(5) 2 2 0

전공선택 237013 콘크리트의특성및열화 3 3 0

전공선택 237014 레이저스캐닝응용유지보수공법 3 3 0

전공선택 237018 토목시설물유지관리(2) 3 3 0

전공선택 237034 건축시설관리를위한경영과학 3 3 0

전공선택 237035 건축시설물보수보강사례연구 3 3 0

전공선택 237036 건축물유지관리 3 3 0

소                   계 20 20 0

1

전공선택 237019 졸업설계및연구 3 3 0 졸업관련

전공선택 237020 연약지반및기초보강 3 3 0

전공선택 237022 친환경및지속가능시설관리 3 3 0

전공선택 237037 건축설비유지관리 3 3 0

전공선택 237038 건축시설물유지관리적산실무 3 3 0

전공선택 237039 건축컴퓨터활용시설관리 2 2 0

소                   계 17 17 0

합                   계 76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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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Facility Maintenance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37005  구조물의보수보강공법 (Structural  
 Repair and Strengthening  
 Method)

노후화된 구조물의 구조내력 내구성, 방수성등 기능

저하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을 향상 및 증진시키기위하

여 구조물별, 공법별 보수, 보강공법에 대한 기초이론

을 교육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기술수준을 소개하고 시

공 사례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에대한 지식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한다.

237010  비파괴검사및진단평가 (Nondestructive  
 Test and Condition Assessment)

구조물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구조

물을 정밀하게 점검, 검사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구성 진단이 필요하며 효율적 방

법인 비파괴검사를 통한 진단평가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건축, 토목구조물의 안전진단, 유지관리 및 보수

방법과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 및 관련시험방법에 대

한 소개 및 평가기술을 교육한다.

237011  토목시설물유지관리(1) 
 (Civil Facility Management(1))

도시기반시설물 중 교통, 물류와 관계되는 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교량, 공항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

에는 다양한 요소기술이 포함되며 시설완공 후 효율적

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각 요소기술과 

연계된 유지관리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함

이 필요하다. 이 교과목은 이들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요소, 요소별 기본적 이론, 최근 IT기반 신기술의 

적용 등에 관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사항을 개괄적

으로 교육한다.

237013  콘크리트의특성및열화 (Concrete  
 Property and Deterioration)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최신 콘크리트 기술에 대한 교

육과 주요 시방서 내용을 알아보는 교과과정 으로써, 

콘크리트의 개발 부터 주재료, 성분 및 시공과 역학구

조까지를 폭넓게 교육한다.

237014  레이저스캐닝응용유지보수공법 (Building  
 Maintenance with Laser Scanner)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따른 공학적 접근 방법으로 

Laser Scan을 통한 데이터 구축과 건물의 형태별오

차범위 측정, 시공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영역으로 기

초지식 습득을 통한 초급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37018  토목시설물유지관리(2) (Civil Facility  
 Management(2))

도시기반시설물 중 가스, 상·하수, 오·폐수, 통

신 등은 도시에 신경과 핏줄을 공급하는 시설이라 정의

할 수 있으며 주로 배관형식을 통하여 공급·수거되는 

시설들이다. 이러한 시설에는 다양한 요소기술이 포함

되며 시설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각 요소기술과 연계된 유지관리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함이 필요하다.이 교과목은 이들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요소, 요소별 기본적 이론, 

최근 IT기반 신기술의 적용 등에관하여 실무자들이 알

아야 할 사항을 개괄적으로 교육한다.

237019  졸업설계및연구 (Graduation Design  
 and Research)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의 공학적 이론과 실무, 실습

교육의 결과를 시공분야, 설비분야, 구조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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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작품 또는 학술 연구논문을 작성토록 하여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237020  연약지반및기초보강 (Soft Ground and  
 Foundation Reinforcement)

각종 시설물의 상부구조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반과 기초구조에 전달되어야 하며 지반

의 안정은 결과적으로 시설물 전체의 안정을 결정한

다. 본 교과목에서는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사질토,

연역지층인 점토, 암반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약지반

에서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압밀침하의 원인과 처

리방법, 각종 흙막이벽 구성기법, 흙막이벽에 발생하

는 문제점의 원인 및 보강대책, 연약지반 보강방법, 

Underpinning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물의 기초보강

기법 등을 학습한다.

237022  친환경및지속가능시설관리 (Green and  
 Sustainable Maintenance)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어 이해

하여야 하는 건축공학의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건

설시장에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Green)

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두 가지 

Keyword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과 최신경향 

및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관리의 학문 및 기술적 영역과

의 효율적인 접목을 바탕으로 친환경 시설물유지관리

의 내용 및 역할을 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학습한다.

237025  건축계획및유지관리총론 (Architectural  
 Planning and Facility  
 Management)

건축 공간형성에 필요한 규모 및 치수계획과 각종 건

축물의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지

식과 세계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시설물의 유지관리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고,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지관리기술의 

발달 현황과, 구조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실무

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개괄적으로 교육한다.

237026  건축생애주기비용공학 (Construction  
 VE/LCC Engineering)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분석

하여 건축설계에서의 VE 설계가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소의 비용으로 기능을 향상

시킬 수 대안을 산출하며 각 대안을 대상으로 건축 설

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되어지

는 비용을 분석(LCC 분석)하여 최적의 VE설계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37027  건축시공및재료공학 (Building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terial Engineering)

건축생산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등 건축물의 주요 골조부위를 형성하기 위한 구조체공

사의 시공기술 및 실무적용방법과 시설물은 다양한 재

료의 결합체이다. 따라서 시설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재료의 종류를 알고, 재료의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시

킨다. 또한 시설물 재료분야에서의 정확한 재료의 선

택과 개발은 물론 정확한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용방법을 대해 교육한다.

237028  건축및시설물유지관리법규  
 (Architectural and Facility  
 Management laws)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도시계

획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 

내용 중 건설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237029  구조물부식이론및방식 (Structural  
 Corrosion Theory and Protection)

콘크리트 속의 철근 부식 발생기구와 부식에 끼치는 

여러 가지 인자의 영향과, 중요한 분식 영향 인자에 대

해 그 영향의 정도를 측정 또는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이러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방

법 및 재료 등의 이론에 대해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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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30  건축구조및내진보강 (Architectural  
 Structure and Seismic Retrofit)

구조시스템과 이에 따른 시공기술의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건물구성 원리와 건축 요소의 기본 개념을 제

시하고, 지진의 발생원인 및 지진학에 대한 일반지식

을 보급시키고 장래에 지진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지진저항 보강방법 이론 및 

현재의 기술수준을 소개하며 보강구조의 성능평가에 

대한 지식을 고양시킨다.

237031  건축시설물자산가치평가론 
(Architectural Facilities valuation)

시설물의 성능평가, 보수.보강 의사결정을 위한 시

설물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회계학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리모델링시 

가치(value)를 고려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37032  건축시설물리모델링개론 (Architectural  
 Facilities Remodeling)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기본 요소를 유지하면

서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지, 보수, 개수하

는 것을 말하며, 유지는 각종 시설을 점검 및 관리하여 

기능의 저하를 끌어올리거나 노후화를 지연,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리

모델링에 대한 정보와 기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교육

한다.

237033  건축물리모델링공정관리 (Architectural  
 Remodeling Management)

시설물 유지관리공학을 전공함에 있어 이해하여야 

하는 리모델링에 관한 과목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공학 

전공분야에서 그 중요성에 비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지

고 있지 못한 리모델링 공사의 공정관리 영역의 기초 

지식을 습득을 위한 교육을 한다.

237034  건축시설관리를위한경영과학  
 (Architectural Management  
 Science for Facility Management)

시설물관리를 위한 경영과학의 주목적은 조직의 목

적 달성을 위한 선택가능대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동

시에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 본 교과목을 통

하여 기업경영에 있어 조직운영에 필요한 논리적 의사

결정의 기본원리를 터득하고, 아울러 이를 실제 경영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체

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37035  건축시설물보수보강사례연구  
 (Building Structural Repair and  
 Strengthening Cases)

건물의 노후화 및 용도변경에 따른 증.개축 시에 공

간이용의 극대화 및 구조물의 성능회복을 위한 보수보

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수행된 

보수 및 보강설계 및 시공사례를 소개하여 보수 및 보

강공법 과목에서 습득한 기본지식을 구체화 시킨다.

237036  건축물유지관리  
 (Building Maintenance)

건축물에는 누수, 침하, 변형, 마모, 박리, 풍화, 

균열, 층상박리, 박락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성능저하) 

현상이 생긴다. 성능저하의 각종 현상은 설계, 재료, 

시공, 하중, 사용조건이나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인과 

이들의 상호 조합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건축품

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설계상의 균열 원인과 결

과의 관련성, 진단 및 보수방법, 재료선정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효과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적인 내

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을 교육한다. 

237037  건축설비유지관리 (Maintenance of  
 Building Facilities)

전기설비의 기초 지식을 토대로 건물 내에 설치되는 

각종 전기설비(조명, 수변전, 예비전원등)의 이론에 대

한 포괄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전기 설

비 및 시공에서의 유지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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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38  건축시설물유지관리적산실무 (Building  
 Facilities Cost Estimate)

건설된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해 사전 유해요인 제거 및 손상된 부분을 보수 보강

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

사비산출방법 및 팀별프로젝트실습을 통해 공사가격기

준 등 견적실무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237039  건축컴퓨터활용시설관리 (Architectural  
 Computational Facility  
 Management)

급변하는 21세기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실

무와 이론을 겸비한 시설관리 전문가의 양성을 위

해 FM Technology의 최근동향을 파악하고 첨단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의 구축 과

정과 요소기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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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전기정보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전공선택 183001 전기전자공학기초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20 19 4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전공선택 183002 창의공학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소                   계 17 15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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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61006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83003 회로이론(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83004 전자기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83005 전기전자기초실험(1)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83006 디지털논리회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83007 프로그래밍언어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소                   계 19 16 8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61007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83010 전기전자기초실험(2)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선택 183008 회로이론(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09 전자기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11 신호및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12 컴퓨터구조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13 소프트웨어응용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소                   계 23 19 8

3 1

전공선택 183014 공학수학(3)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83015 전자회로(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16 마이크로프로세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17 전자물리의기초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18 영상처리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19 전력공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20 전력전자(1)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21 제어공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22 통신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200 코업(1) 6 0 0 전공

전공선택 183201 코업프로젝트(1) 12 0 0 전공

소                   계 45 24 6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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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83023 전자회로(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24 동적시뮬레이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25 디지털통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26 센서계측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27 시스템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28 임베디드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29 전기기기(1)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30 전기전자디바이스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31 전력공학(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32 전력전자(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33 제어공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202 코업(2) 6 0 0 전공

전공선택 183203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

소                   계 51 28 10

전공필수 183134 캡스톤디자인(1)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83035 데이터통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36 디지털신호처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37 디지털제어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38 메카트로닉스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39 모바일프로그래밍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40 전기기기(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3041 전력발생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42 조명환경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43 플라즈마공학기초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44 계통연계인버터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204 현장실습(1) 3 0 0 전공

소                   계 36 28 6

전공필수 183145 캡스톤디자인(2)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83046 전기정보공학세미나 2 2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83047 디스플레이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48 무선통신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49 로봇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50 신재생에너지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51 전기자동차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52 전력시스템경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53 지능제어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54 SOC설계입문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55 스마트그리드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056 전기철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3205 현장실습(2) 3 0 0 전공

소                   계 38 32 6

합                   계 249 18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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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83001  전기전자공학기초 (Fundamental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본 강의의 초점은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개념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전압, 전류, 

전력, 수동소자 등의 전기공학 개념을 정리하고, 전기

회로의 해석을 위한 기본해석방법, 기본정리 등을 다

룬다.

183002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적 설계 사례 및 체계적이며 창의적인 설계방법

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설계-제작-시험 프로

젝트를 통해서 창의적 공학설계의 능력을 배양한다.

183008  회로이론(2) 
 (Electric Circuit Analysis(2))

2단자망의 주파수 응답, 4단자망의 파라미터 정의, 

비정현파에 대한 선형회로의 응답 및 전송선로의 선로

특성을 이해하여 선형회로 이론에 의한 전반적인 회로

해석 능력을 기른다 .

183009  전자기학(2) (Engineering  
 Electromagnetics(2))

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기장의 공간적인 특성을 

학습하고 시공간적인 변화를 가지는 전기장과 자기장

의 상호관계를 맥스웰 방정식을 통하여 학습한다. 또

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는 전자기장의 시공

간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전자기파의 특성과 매질의 

변화에 따른 전파특성을 이해한다.

183011 신호및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회로망 함수, 주파수 응답 등을 시뮬레이션 학습과 

이를 기초로 수동 및 능동회로망의 합성법, 아날로그 

필터설계 기초 등을 익혀 통신, 제어, 신호처리 등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한다.

183012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를 구성하는 레지스터, 메모리, ALU, 명령어 구조 

등 컴퓨터 내부 연산 구조를 공부한다. 디지털 논리

회로의 설계 방법으로서 그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학

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설

계하며, 이를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이용해서 구현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고학

년에서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임베디드 시스템의 활용

을 위한 기초 지식을 갖춘다.

183013  소프트웨어응용 
 (Software Application)

본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인 C언어 활용 능력을 바탕

으로 다양한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한다. 프로

그램 설계, 분석, 시험 방법론에 대한 기초 배양, 데이

터 구조에 대한 이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학

습 및 C++와 Java의 소개 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필수 지식과 실용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183014  공학수학(3) 
 (Engineering Mathematics(3))

공학수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 일부 분야를 깊이 있

게 공부하는 과정이다. 선형대수학, 편미분방정식, Z 

transform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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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15  전자회로(1) 
 (Electronic Circuits(1))

아날로그회로를 중심으로 그 기본 회로, 회로해석 

방법, 직류해석법, 교류신호해석법 등에 대하여 공부

한다. 다이오드, BJT, FET 등의 물리적 특성, 기본

회로의 구성 및 회로해석방법 등을 다룬다. Op-amp

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된다. 관련된 기본 

회로들의 설계, 해석, Pspice시뮬레이션, 실험의 전

반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183016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 AVR를 이용하여 마이크

로프로세서 시스템의 구성, IDE 활용 방법, 타이머와 

GPIO 등의 기본적인 주변장치 제어, 펌웨어 작성 및 

타겟 보드로의 다운로딩 등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활용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183017  전자물리의기초 
 (Introduction to Electro-Physics)

각종 전기전자 디바이스에 활용되는 전기전자재료의 

유전성, 절연성, 자성, 도전성 등을 이해하기위하여 

전자의 상태밀도, 에너지준위, 이동도 등에 관한 이론

을 바탕으로 물질 속에서의 전자 이동에 관한 물리적인 

원인과 현상에 대하여 학습한다.

183018  영상처리공학 
 (Image Signal Processing)

디지털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영상 처리의 기

본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상 처

리 공학에 관한 응용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화질개

선(Image Enhancement), 잡음 제거, 수학적 형

상학(Mathematical Morphology), 모서리 감지

(Edge Detection), 영상 데이터 압축(Image Data 

Compression)등을 다룬다. 또한 로봇 비전에 필요

한 3D Vision, 영상 인식(Image Recognition) 등

에 관한 기본 이론 및 방법론을 다룬다.

183019  전력공학(1)  
 (Power System Engineering(1))

송전선의 임피던스, 캐패시턴스 및 전압, 전류관계

를 배운다. 발전기, 변압기, 선로, 부하 등 전력계통 

요소의 모델링 기법을 익히고 중성점접지 등 전력계통

에 관련된 기본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3상 평형 시 

전력계통의 정적 해석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게 된다.

183020 전력전자(1) (Power Electronics(1))

전력의 변환 및 전력의 제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그 기본 개념, 전압/전류 파형의 변환에 따른 푸리

에급수 해석, 비 정현파 전원의 전력계산 등을 다룬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직류컨버터, 스위칭 전

원장치(isolated DC converter)의 기본 토폴로지, 

파형분석 및 동작해석, 시스템 설계기법 등을 강의한다.

183021 제어공학(1) (Automatic Control(1))

선형 제어시스템의 구조, 전달함수 (Transfer 

Function), 신호 흐름선도, 시스템의 시간영역 해석 

및 안정도 판별, 동적 시스템의 상태변수 표현 및 수학

적 모델링을 다룬다. 또한 시스템의 PID 제어, 상태 

피드백 및 제어 방법을 다룬다.

183022  통신공학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론을 다루며, 

아날로그 신호 변조와 복조의 원리와 구성, 펄스 변조

의 동작 방식, 신호 파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83023 전자회로(2) (Electronic Circuits(2))

BJT 증폭회로, FET 증폭회로 등의 주파수영역특

성 등을 다룬다. 차동증폭기, 전력증폭기, op-amp

의 응용회로 등에 관하여 그 회로특성에 대해서 강의한

다. 관련된 기본 회로들의 설계, 해석, Pspice시뮬레

이션, 실험의 전반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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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4  동적시뮬레이션 
 (Dynamic Motion Simulation)

로봇의 기구학 (Kinematics )  및 동역학 

(Dynamics) 관련 기본 이론을 강의하여 로봇 기구부

의 동특성을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로봇 동역학을 시

각화 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여 이해를 

향상시킨다.

183025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

본 강좌는 디지털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블록

의 동작 원리와 기초 이론을 다루며 표본화 이론, 양자

화, 디지털 변복조 방식 및 원리, 부호화 방식 등을 포

함한다.

183026  센서계측공학 (Instrumentation &  
 Sensor Engineering)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측장비의 동작 원

리와 측정값 처리기법 및 사용법 등을 이해한다. 또한 

광센서, 온도 및 촉각센서, 자기력센서, 압력센서, 초

음파센서 등의 기본 구조와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센

서신호의 증폭과 노이즈 제거와 같은 계측 신호처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183027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운영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운영체

제의 서비스인 프로세서, IPC, 쓰레드, 고급 파일 입

출력, 메모리 관리 기법, I/O 장치 원리를 이해하고, 

대표적 시스템 환경에서의 핵심 API의 사용법을 익혀 

구조적, 신뢰성, 성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183028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정보화 장치 및 제어 장치로 활용되는 임베디드 시

스템 활용을 위하여 SoC 기반의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기술을 공부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널리 활용되는 

ARM 프로세서와 파이프라인, MMU, 캐쉬 등의 개

념과 활용법을 학습하고, 임베디드 리눅스를 활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 포팅 방법과 디바이스 드

라이버 그리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공부한다. 향후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

을 키우고 종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다양한 응용 장

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다.

183029  전기기기(1) 
 (Electrical Machinery(1))

전자에너지변환기기 중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동

기발전기, 동기전동기의 구조, 동작원리 및 운전에 대

해서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기기의 운전 및 설계에 

관한 능력을 갖는다.

183030  전기전자디바이스 (Electrical and  
 Electronic Devices)

반도체론, 유전이론, 절연이론, 전기전도이론, 자성

체이론 등에 관한 물리전자공학을 기초로 전기전자장

치 및 기기를 이루고 있는 각종 수동 및 능동소자를 구

성하기 위한 전기, 전자용 소자의 구조 및 활용에 관하

여 학습한다.

183031  전력공학(2) 
 (Power System  Engineering(2))

계통 사고 시 고장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다. 

대칭좌표법을 이용한 불평형 고장계산과 영상, 정상, 

역상성분의 개념을 이해한다. 송전계통의 보호계전기

법, 전력계통의 안정도 해석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한다.

183032 전력전자(2) (Power Electronics(2))

교류/직류변환장치(정류기), 직류/교류변환장치(인

버터)의 회로구성, 파형분석, 시스템해석 등을 다룬

다. 각각의 응용예로서 직류전동기의 구동, 교류전동

기의 구동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몇 가지 중요한 

기본회로에 대해서는 engineering design 과정을 

습득하기 위하여, 토폴로지설계, 컴퓨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공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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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33 제어공학(2) (Automatic Control(2))

제어공학(1)을 바탕으로 피드백 제어시스템의 안정

도 판별, 근 궤적법, 보드 선도, 제어시스템의 해석방

법을 공부하고 시스템방정식을 통하여 시스템의 설계

를 다룬다.

183035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본 개념과 프로토콜과 네트워

크의 계층 구조를 알아보고 관련된 규격과 알고리즘 등

을 살펴본다.

183036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이산 시스템의 개념, 선형 차동 상태 방정식, 이산시

스템의 안정도 판별, Z-변환의 개념 및 응용, 이산 시

스템의 전달함수를 다룬다. 또한 FFT, DCT, DWT, 

디지털 필터 설계 및 신호의 시간-주파수 해석을 다룬다.

183037  디지털제어 
 (Digital Control Engineering)

우선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Z변환 등을 고려한 후 디지털 제어시스

템의 상태변수기법, 시스템 구조 및 특성 및 제어 알고

리즘에 관하여 학습하며, 디지털 및 연속 시스템에 동

시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다룬다.

183038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센서와 액추

에이터의 원리와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한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모터의 구조와 그 구동 회로 구성 방법에 대

해서 공부한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마이크로프

로세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지 학습한다.

183039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System  
 Application Programming)

모바일 시스템의 기술 동향과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혀서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학습한다.

183040  전기기기(2) 
 (Electrical Machinery(2))

전자에너지변환기기 중 변압기와 3상 및 단상 유도

전동기의 구조, 동작원리 및 운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기기의 운전 및 설계에 관한 능력을 갖

는다.

183041  전력발생공학 
 (Electric Power Generation)

수력, 화력, 원자력 등 전력에너지의 발생 원리와 양

수발전, SMES 등 전기에너지 저장 기술의 개요를 배

운다. 미래의 발전기술, 에너지 자원문제,  환경문제 

및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 등 새로운 이슈를 공부한다.

183042  조명환경공학 (Lighting Environment  
 Engineering)

빛과 시각계의 물리적 및 생리적 이론을 학습하고 조

명에 관한 용어 및 단위, 광원, 측광, 조명계산, 조명

제어 및 조명설계에 관한 이론을 익혀 사무실, 상점, 

학교, 공장, 병원, 무대, 실내체육관 등의 옥내조명과 

가로, 터널, 정원, 광장, 항만 등의 옥외 조명의 질적 

및 양적 평가 능력은 물론 설계 능력을 갖게 한다. 

183043  플라즈마공학기초 (Introduction to  
 Plasma Engineering)

고체, 액체, 기체와는 다른 물질의 상태인 플라즈마

의 기본적인 물성 및 발생 장치를 학습함으로써 핵융합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

이 공정의 증착 및 식각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발생 장치

의 기본적인 원리에 관하여 학습한다.

183044  계통연계인버터 
 (System Integration Inverters)

분산전원을 스마트그리드에 연계하기 위한 필수

적인 장치인 계통연계 PCS(Power Conversion 

System)를 구성하는 DC-DC 컨버터 및 DC-AC 인

버터를 중심으로 회로분석, 동작원리, 제어알고리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해석 및 모의실험을 통하여 계통

연계 PCS를 설계 및 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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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46  전기정보공학세미나 (Seminar in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전기정보공학 내 다양한 분야의 최신 산업체 동향 및 

연구 활동 내용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소개하

며, 학생들이 산업체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고, 현장 적응력 높이도록 한다.

183047  디스플레이공학 (Display Engineering)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색이론 및 시각

인식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CRT(Cathode 

Ray Tube),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FED(Field Emission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구조 및 작

동 원리에 관하여 학습한다.

183048  무선통신시스템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부호화 이론, 정보이론

의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며, 송신기와 수신기의 구조, 

다중접속 방식, 통신 용량 증대를 위한 최신 통신 기술

들을 살펴본다.

183049 로봇공학 (Robot Engineering)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 및 동작 원리, 로봇의 이용

을 위한 좌표 변환, 운동학 및 역운동학 등을 공부한

다. 다관절 로봇, 이동 로봇의 구동 및 제어 방법을 다

룬다. 또한 촉각, 청각, 시각 등과 같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봇의 지능적 구동 및 제어를 다룬다.

183050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하

여 등장하는 신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공부한다. 풍력

에너지, 태양광에너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에너지변환

원리, 풍력터빈과 태양전지의 이론 해석, 에너지발전

시스템의 설계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erm 

project를 통하여 하나의 에너지발전시스템을 설계, 

컴퓨터시뮬레이션, 특성분석 등 엔지니어링기술을 연

마한다.

183051  전기자동차공학 
 (Electric Vehicle Engineering)

전기자동차(EV)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와 함께 배

터리 충/방전 전략과 전기네트워크 안전도를 위해 고

려해야 하는 사항 및 전력전자 설비의 제어전략에 대하

여 강의한다.

183052  전력시스템경제 
 (Power System Economics)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메카니즘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전산모형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에너

지 공급의 전기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제약 및 저장 불가

능한 특성을 고려한 전력거래 및 경제적설비운용에 대

한 이론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183053 지능제어 (Intelligent Control)

신경망, 퍼지 논리 등 소프트 컴퓨팅(Soft 

Computing)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특성 및 메

커니즘을 이해하고 인간의 지식 처리(Knowledge 

Processing), 사물 인식(Object Recognition), 

학습(Learning) 능력을 컴퓨터, 로봇 시스템, 산업 

응용 시스템 등에 부여하는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183054  SOC설계입문 
 (Introduction to SOC Design)

SOC(System-on-a-chip)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일반적인 SOC 설계 절차에 대하여 학습하

며, 정보 기기에 널리 활용되는 SOC의 개발과 관련된 

최근 이슈 등을 소개한다. 저학년에서 습득한 컴퓨터 

구조 및 RTL 코딩 능력, 임베디드 시스템 활용 능력 

등을 바탕으로 간단한 IP 블록을 설계 및 검증하고, 이

를 CPU 버스에 인터페이스한 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해당 블록의 동작을 확인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실

제 활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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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55  스마트그리드공학 
 (Smart-Grid Engineering)

발전, 송전, 배전·판매의 단계로 이루어지던 기존

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

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양방향 전력망에 관

련된 기술을 강의한다. 발전소와 송전·배전 시설과 

전력 소비자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통하여 전력시스템 전체가 효율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능력을 갖도록 한다.

183056 전기철도 (Electric Railroad)

전기철도의 신호와 전차선등 전기철도의 제어방법을 

학습하고 제어장치의 종류, 구성 및 특성을 이해하며 

부하에 적합한 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선정능력을 기르

고 이들의 운전, 보수 및 제작능력을 갖게 한다.

183200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3201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3202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3203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320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183205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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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전자IT미디어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소                   계 17 16 4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전공필수 184001 창의공학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소                   계 20 18 4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84002 전기자기학(1)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84003 전자기학

전공필수 184004 회로이론및설계(1)
3 3 0 그룹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84005 회로이론(1)

전공필수 161006 공학수학(1)
3 3 0 그룹9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84200 공학수학(Ⅰ)

전공필수 184006 컴퓨터프로그래밍 3 1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84201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3 3 0

전공선택 184007 전기전자실험(1)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선택 184009 디지털공학 3 2 2

전공선택 184011 방송매체론 3 3 0

소                   계 25 20 12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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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84012 회로이론및설계(2)
3 3 0 그룹5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84013 회로이론(2)

전공필수 161007 공학수학(2)
3 3 0 그룹1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84202 공학수학(Ⅱ)

전공선택 184014 논리회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84203 전자기학(Ⅱ)
3 3 0 그룹11

전공선택 184018 전기자기학(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84016 전기전자실험(2)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선택 184019 방송기기공학 3 2 2

전공선택 184023 방송콘텐츠편집기법 3 2 2

전공선택 184026 신호및시스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204 디지털공학(Ⅱ) 3 2 2

전공선택 184205 인터렉티브커뮤니케이션 3 3 0

소                   계 32 25 14

3

1

전공선택 184032 전자회로(1) 3 3 0
그룹6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0.5

전공선택 184033 전자회로공학(Ⅰ) 4 3 2

전공선택 184008 방송통신 신호 및 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22 반도체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0.5

전공선택 184024 마이크로파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25 영상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27 데이터통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28 컴퓨터응용시스템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30 제어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0.5

전공선택 184031 방송통신이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35 마이크로프로세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36 미디어경영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37 33 8

2

전공선택 184048 전자회로(2) 3 3 0
그룹8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49 전자회로공학(Ⅱ) 4 3 2

전공선택 184021 공학시뮬레이션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38 컴퓨터구조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39 영상연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40 RF회로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41 전파전송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42 제어시스템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44 디지털신호처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46 통신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47 디지털방송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50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52 반도체디바이스응용과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0.5

전공선택 184054 음향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206 해외인턴쉽(Ⅰ) 2 2 0

전공선택 184998 타대학이수과목(1) 5 5 0

소                   계 49 43 12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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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4

1

전공필수 184153 미디어IT캡스톤디자인(1)
3 0 6

전공필수 184155 캡스톤디자인(1)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필수 184156 미디어IT캡스톤디자인(2) 3 0 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29 디지털방송통신 회로 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57 디지털이동통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58 무선통신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60 디지털영상처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61 운영체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063 안테나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64 차세대방송기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65 생체계측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67 인터넷프로토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068 음향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70 현장실습(1) 2 0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207 광고매체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208 음성 및 오디오처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209 전력전자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210 해외인턴쉽(Ⅱ) 1 0 0

전공선택 184211 코업3 6 0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212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66 36 24

2

전공필수 184156 미디어IT캡스톤디자인(2)
3 0 6

전공필수 184171 캡스톤디자인(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선택 184059 영상처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84066 방송통신 응용 전자 회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69 방송시스템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72 스튜디오실습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73 광통신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074 디지털TV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75 TCP/IP네트워크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076 홈네트워크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77 집적회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078 음향연출기법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4079 임베디드시스템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84082 사이버커뮤니케이션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39 31 22

합                   계 285 222 100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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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미디어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Electronics & IT Media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61006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함수, 좌표계, 이산수학, 수열과 급수, 벡터, 행렬, 

복소수, 미적분, 미분방정식 등 전자공학 전반에 걸쳐 

응용되는 수학의 기본 이론에 관해 강의한다.

161007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본 교과에서는 전자공학및 정보통신공학에 직접적으

로 응용되는 수학 분야를 다룬다. 미적분학, 선형대수 

등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주요 강의 주제는 라플라

스변환, Z-변환, 푸리에 변환, 확률, 통계, 랜덤 프로

세스 등이다. 또한 최근의 기술 발전 동향에 따라 부각

되는 수학 분야를 다룬다.

184001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설계의 개념과 공학설계시 요구되는 창의적 사

고 및 연구방법, 설계등에 관하여 다룬다. 아이디어 도

출과 해결책 설계등을 통해 공학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획서 및 실습보고서 작성, 문제

점 해결, 발표 및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품 

설계에 필요한 개념 설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184002  전기자기학(1) (Electromagnetics(1))

전기 및 자기의 기본성질에 관한 이해를 위해 

VECTOR의 기본성질, COULOMB의 법칙, 전속밀

도, GAUSS의 법칙, 전계에너지, 전위도체 및 유전

체, 정전용량, 영상법 전류를 다룬다.

184003 전자기학(Ⅰ) (Electromagnetics(Ⅰ))

전자기학의 기본 이론과 물리적 원리를 공학적 실제 

예에 적용한다. 전자파의 성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

치를 이해, 분석 및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

득한다.

184004  회로이론및설계(1) 
 (Circuit Theory and Design(1))

전자공학분야의 기초 과목으로서 옴의 법칙, 키르히

호프의 법칙, 마디해석법, 망 해석법, 중첩의 원리, 테

브난 및 노턴의 정리 등과 RLC회로에 대한 교류회로 

페이저 해석법, 정상상태 응답 등을 다룬다.

184005  회로이론(Ⅰ) 
 (Electronic Circuit Theory(Ⅰ))

회로이론1은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등의 수동소

자에 대한 전압 및 전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

하고 직류전원 및 수동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회로해석기법을 익힐 수 있는 과목으로 전

기회로 및 전자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습득

하는 과목이다. 회로이론(2)의 선수과목이 된다.

184006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본 교과는 전자 정보 공학 관련 프로그램 작성에 주

로 사용되는 C언어 프로그래밍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C언어의 기초 문법인 자료형, 제어문, 

반복문, 배열, 함수, 포인터, 구조체 등의 사용법 및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주요 알고리즘을 강의하고, 이

를 활용하는 다양한 C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한다.



-  245  -

184007  전기전자실험(1) (Electricity and  
 Electronic Experiment(1))

전기전자실험(1)에서는 기본계측기의 사용법을 정확

히 익히고 전기전자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특성을 이해

하고 실제로 전기전자 회로를 구성하여 여러 법칙을 실

험을 통해서 이해한다.

184008  방송통신신호및시스템 (Broadcasting  
 Communication Signal and  
 Systems)

방송 및 통신분야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

호와 시스템을 시간축과 주파수 축에서 이해하고 분

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를 위해 

Fourier 변환/Fourier 급수 등의 수학적 배경지식

을 공부하고, 방송통신 전송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

는 신호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시스

템의 입출력 신호를 시간축과 주파수 축에서 각각 해석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184009 디지털공학(Ⅰ) (Digital Electronics(Ⅰ))

디지털 전자회로를 이해,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디지털 전자회로

는 디지털 컴퓨터에서부터 다양한 디지털 제어, 통신, 

신호처리 장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대상 범위

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Boolean 대수

로부터 시작하여, 조합회로 이해, 설계 및 최적화 방법

에 대하여 강의한다.

184011 방송매체론 (Broadcasting Media)

방송에 대한 기본 이론을 비롯해 이념, 조직, 프로그

램 등의 전반적인 알거리 등 방송의 특성 및 내용을 체

계적으로 알아봄과 아울러 함께 토의하는 시간도 갖도

록 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한다.

184012  회로이론및설계(2) 
 (Circuit Theory and Design(2))

회로이론및설계(1) 교과목에 이어 평균전력, 실효

치, 다상회로, 복소주파수, 주파수응답, 유도결합회

로, 4단자망(각종PARAMETER)등 전자공학 분야의 

회로해석과 합성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다룬다.

184013  회로이론(Ⅱ) 
 (Electronic Circuit Theory(Ⅱ))

회로이론2는 교류전원에 따는 수동소자의 주파수 특

성을 이용하여 필터 특성등을 이해하며 스위친 동작에 

의한 과도해석,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회로해석 기

법 등의 심화된 회로해석 자식을 습득 가능하도록 하여 

주는 과목이다.

184014 논리회로 (Logic Circuit)

디지털회로를 응용한 각종 기기들을 이해하고 디지

털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 확립과 실제 구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부울 대수 및 스위칭 

이론, 논리함수의 간략화 알고리즘, 조합 논리회로, 

MSI 및 PLD를 이용한 논리함수의 구현, 동기순서회

로의 분석 및 설계, 비동기순서회로의 분석 및 설계 등

을 다룬다.

184016  전기전자실험(2) (Electricity and  
 Electronic Experiment(2))

전기전자실험(2)에서는 전기전자실험(1)의 내용을 

기초로하여 각종 전기전자 회로 구성 및 동작원리를 실

험을 통하여 이해한다. 기존회로의 해석 및 분석을 통

해 새로운 회로를 설계 및 구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84018 전기자기학(2)  (Electromagnetics(2))

전계자계의 제 현상 및 응용, 전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전류의 성질, 진공중의 정자계, 자계와 전류 사이

의 힘, 자성체, 자기회로, 전자유도현상, 전자계, 하

전입자의 운동, 방전현상, 열전자방사를 다룬다.

184019  방송기기공학 (Broadcasting Device  
 Engineering)

영상공학의 입문 과정으로 영상카메라를 이용한 촬

영기술을 익히고 제작한 영상물 편집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촬영 및 편집과정을 통해 요구되는 영상공학의 

기본이론 습득과 영상, 음향, 조명의 실체를 제공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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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디오 저널리스트/ 카메라 맨의 임무에 필요한 촬

영기술과 이론을 배양한다.

184021  공학시뮬레이션설계 (Engineering  
 Simulation Design)

공학적 설계 사례 및 체계적이며 창의적인 설계방법

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설계-제작-시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학설계의 능력을 배양한다.

184022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Engineering)

양자론에 근거하여 반도체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PN접합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재 고찰하여 

단순이론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하며 반도체의 결정성

장, 디바이스의 제작기술, 헤테로 접합, 금속-반도체 

계면, 반도체-유전체 계면 등의 물성적 특성과 분석이

론을 확립한다.

184023  방송콘텐츠편집기법 (Broadcasting  
 Contents Editing Technique)

 Video편집기술의 원리와 이론을 공부하고 편집장

치의 구성과 실제적인 편집능력을 실습을 통하여 배양

한다.

184024  마이크로파공학 
 (Microwave Engineering)

시변전자계의 생성원리를 나타내는 Maxwell 방정

식을 기초로 하여 전송선로 및 도파관의 전송모드에 대

하여 이해하며, 산란행렬(Scattering Matrix) 등 마

이크로파 회로의 분석방법에 관하여 다루게 된다.  또

한 마이크로파 회로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임피던스 매칭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스터브를 이

용한 마이크로파 필터, 공진기, 방향성 결합기 등 마이

크로파 영역의 핵심소자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체

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184025  영상공학 (Electronical Visualization)

영상카메라 기본 원리와 Block Diagram의 이해 

등으로 카메라에서의 영상신호 Process 원리를 익힌다.

184026 신호및시스템 (Signal System)

연속및 이산 신호와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

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해 선형 및 시

불변 시스템, 시스템 안정성, Causality 분석, 

Convolution, 시간 함수의 주파수 영역표현, 선

형 시불변 시스템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

현, 시스템 전달함수 등을 학습하며, Laplace 변

환, Fourier 변환, Z 변환 등의 기법과 응용을 다룬

다. 그리고 A/D변환기, 선형시불변 시스템, 이동평

균필터, 영상잡음 제거필터, 대역필터 등을 주제로 

MATLAB 실습을 수행한다.

184027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s)

데이터 통신의 기본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다루며,특

히 통신 프로토콜, 전송매체 및 전송방식, 다중화,부

호화 및 오류제어 방식 등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데이

터링크 프로토콜과 근거리 통신망을 비롯한 다양한 네

트워크 기술의 개념과 실제를 다룬다.

184028  컴퓨터응용시스템설계 (Computer  
 Application System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하는 교과목

으로서 설계에 요구되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컴

퓨터 지원 설계 툴(TOOL)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방법

을 다룬다.

184029  디지털방송통신 회로 설계 (Digital  
 Broadcasting Communication  
 Circuit Design)

디지털방송 통신 회로 및 원리를 파악하고, 시스템

의 분석을통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

다.  또한 관련된 응용 회로들에 대한 설계, 해석, 컴

퓨터 시뮬레이션 등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으로 전

자회로설계 엔지니어의 자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4030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제어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제어에 쓰이

는 수학적 기초지식 및 시스템 모델링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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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해석 및 설계방법으로써 안정도, 시간 및 주파

수 응답특성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 등을 다루며, 

컴퓨터 Simulation을 통해 제어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184031  방송통신이론 (Broadcasting  
 Communication Theory)

방송 및 통신용 신호의 분석 및 처리를 위한 기초기

술, 변복조 및 다중화 기술, 디지털 통신 및 방송기술 

등에 관해서 기초분야 및 응용 예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강의하고 핵심 내용에 관해서는 MATLAB을 이용한 

예제실습을 병행하여 강의한다.

184032 전자회로(1) (Electronic Circuits(1))

DIODE, TRANSISTOR, FET 등의 능동소자 

특성과 정류회로, 파형정형회로, 저주파 증폭회로, 

전력증폭회로, 궤환 증폭회로, 고주파 증폭회로 등

에 대하여 이론과 P-Spice를 이용한 COMPUTER 

SIMULATION, 실험 등을 통하여 해석법, 설계법, 

측정법 등을 다룬다.

184033  전자회로공학(Ⅰ)  
 (Electronic Principles(Ⅰ))

여러 증폭회로(연산증폭기, 차동증폭기, 전력증폭

기, 발진회로, 변복조회로)들의 구성과 동작원리를 이

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며, 이를 통해 실제회로

를 접하여 기기를 이해하고 나아갈 설계 및 유지보수까

지도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184035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디지털시스템에서 software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

는 device인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강의한다. 특히, 8bit 

microprocessor를 중심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기본적인 동작원리, 세부기능 이해 및 설정 등 

하드웨어(hardware) 관련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소

프트웨어(software)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마이크

로프로세서와 주변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습득하

며, 응용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내용을 습득한다.

184036  미디어경영학 (Broadcasting  
 Management)

미디어경영의 기본원리와 세부항목별 요소를 종합적

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봄으

로써 미디어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미디어경영의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사항들을 파악

해 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84038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 공학, 컴퓨터프로그래밍개요의 토대 위

에서 컴퓨터내의 명령 수행 작동과 이에 관련된 논

리구성과 조직을 탐구하는 과목으로서 CPU의 

ARCHITECTURE를 중심으로 하여 ALU의 구성

과 동작 MEMORY의 구조와 동작, SUBROUTINE 

실행을 위한 논리구성(STACK, SP, PC의 역할), 

IR 및 ID의 동작을 RTL논리를 통하여 익힌 다음 

ASSEMBLY PROGRAMMING의 기본적인 것을 

골라 경험토록 하여 COMPUTER SYSTEM을 다룰 

수 있게 함은 물론 CPU 및 INTERFACE 설계의 기

본을 익힌다.

184039  영상연출론 
 (Visual Direction Technique)

공연장, 음악 스튜디오, 영화, 드라마, 쇼 등 현장

에서 알아야 할 실제적인 수음 기술과 각 매체에 알맞

게 믹싱 하는 테크닉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 가

능성과 첨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알아본다.

184040 RF회로설계 (RF Circuit Design)

고주파 회로의 주요소자인 도선, 저항, 캐퍼시터, 

인덕터에 관하여 고주파 영역에서의 특성변화를 실무

적 회로설계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이해하고, 이를 기

반으로 고주파 회로에서 필수적인 공진회로 및 필터의 

설계, 임피던스 매칭, 고주파 증폭기의 설계방법을 익

힌다. 또한 고주파 회로상의 EMI 현상을 고려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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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의 상호간섭이 적은 RF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184041  전파전송론 (Propagation and  
 Transmission Technique)

전자장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맥스웰방정식, 파동

방정식 및 전파의 propagation에 관계되는 기초이론

을 설명하고, 급전선의 이론을 설명하고, 임피던스 정

합, 스미스 도표 등 급전선과 관련이 깊은 주변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184042  제어시스템설계 
 (Control System Design)

제어시스템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시키고, 제어시스

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한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

법을 배운다. 컴퓨터 Simulation과 실제 제어응용 

실습을 통해 제어이론의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184044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and applications)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과정, 디지털 신

호의 표현, 디지털 신호의 필터링,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Discrete Fourier 

Transform, Fast Fourier Transform, FIR

및 IIR 필터의 설계등 디지털 신호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처리기술을 다룬다. 또한 필터설계 등을 

MATLAB 실습을 통해 체험한다.

184046 통신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

신호와 시스템의 개념을 바탕으로 푸리에 급수와 변

환을 이용하여 통신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한다. 진폭변조, 각 변조, 주파수 변조 등 

아날로그 변복조 방식의 기본 원리와 상호 관계 및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다양한 펄

스 변조 및 디지털 변복조 방식의 기본 원리와 성능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컴퓨터를 활

용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 해석 및 

설계 능력을 다양하게 학습한다.

184047  디지털방송시스템 
 (Digital Broadcasting System)

멀티미디어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변조 후 송신하고,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디지털 복조 및 신호처리 

기법 등을 통해서 정보를 복원해내는 일련의 과정 및 

핵심내용 등을 학습한다.

184048 전자회로(2) (Electronic Circuits(2))

전자회로(1)에서 학습한 기초위에, FET, OP 

Amp, 필터, 발진기, 전압조정장치 등에 대하여 이론

과 독자적인 설계 등을 통하여 해석과 설계능력을 함양

한다.

184049  전자회로공학(Ⅱ) 
 (Electronic Principles(Ⅱ))

여러 증폭회로(연산증폭기, 차동증폭기, 전력증폭

기, 발진회로, 변복조회로)들의 구성과 동작원리를 이

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며, 이를 통해 실제회로

를 접하여 기기를 이해하고 나아갈 설계 및 유지보수까

지도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184050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Application of Microprocessor)

컴퓨터프로그래밍과 디지털논리, 마이크로프로세서

론의 토대위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 응용회로 및 시스

템을 설계하고 C언어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LED DOT MATRIX, 문자 LCD, 그래픽 

LCD, 모터제어, 온도계측, PC와 통신, KEY PAD

입력, RTC 등의 응용회로를 설계하고 C언어를 사용

한 프로그래밍 실습으로 제어방법을 익힌다.

184052  반도체디바이스응용과설계 (Advanced  
 Semiconductor Devices)

반도체공학에 근거하여 바이폴라 및 MOS 디바이

스, 수동 및 능동소자 동작특성, 제너 및 터널다이오

드, SOLAR CELL LED, LASER DIODE등의 특

성과 반도체 제작기술 집적회로 설계 및 반도체와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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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컴퓨터 모델링 등의 반도체소자 및 설계에 관점

을 두고 학습한다.

184153  미디어IT캡스톤디자인(1) (Media IT  
 Capstone Design(1))

이론과 부합된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이 대학과

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

학적 성과가 인정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졸업작품

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공학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

과 전문지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정해진 주

제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별 또는 조별 실습 

이 진행되며 그 결과물은 공개 심사한다.

184054  음향공학 (Sound Technique)

음향공학 기초 지식 습득 및 응용분야를 소개하고 

PA SYSTEM , 녹음기술의 기반을 확보하며 이론 및 

현장학습을 통한 실무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

18415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이론과 부합된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이 대학과

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

학적 성과가 인정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졸업작품

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공학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

과 전문지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정해진 주

제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별 또는 조별 실습 

이 진행되며 그 결과물은 공개 심사한다.

184156  미디어IT캡스톤디자인(2) (Media IT  
 Capstone Design(2))

미디어IT캡스톤디자인(1)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계

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이론과 부합된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이 대학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

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학적 성과가 인정되는 아이

디어를 도출하고 졸업 작품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공학

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

도하에 개별 또는 조별실습이 진행되며 그 결과물은 공

개 심사한다.

184057  디지털이동통신 (Digital Wireless  
 Communications)

확률 변수 및 확률 과정론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

으로 디지털 변복조 방식에 관한 성능을 AWGN 채널

과 페이딩 채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채널부호화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 사용하는 각종 전송 기술의 기본 개념과 특성을 분

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하

여 무선 채널에서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 분

석 및 설계 능력을 습득한다. 

184058  무선통신시스템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최근 방송통신융합 환경하에서 다양하게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최신의 IEEE802기반의 다양한 표준화

된 무선통신시스템의 개요, 기술동향, 핵심물리계층의 

기술 규격등에 관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수업진행방식

은 핵심내용에 대한 강의, 주제발표, 토의의 형태로 진

행하고자 하며, 본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

여금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연계될 수 있는 최신무선통

신기술들에 관한 심층적 이해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84059 영상처리 (Image Processing)

신호의표현, 주파수분석, 필터링 등 디지털신호처리 

지식을 기반으로 영상, 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

어 신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압축, 전송, 

변환, 특징추출 및 인식 등을 다룬다.

184060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영상을 디지털화 하는데 필요한 표본화와 양자화 화

소 점 처리 및 그룹 처리, 영상내의 물체 사이의 공간

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하학적 변환, 영상 변환기

법, 잡음 등으로 열화된 영상을 모델링하고 복원하는 

방법, 영상 압축, 영상 분할을 다루게 된다. 습득된 영

상처리 이론을 HDTV 및 DMB 영상 표시 및 로봇비

젼, 영상 보안 장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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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61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는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의 컴

퓨터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하드웨어 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이

다. 본 교과에서는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장치 관리 등 운영체제의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체제의 설계 및 구현 이슈를 다룬다.

184063 안테나공학 (Antenna Theory)

시변전자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이론을 바탕으로 안

테나의 주요 특성인 방사패턴, 지향성, 이득, 편파, 임

피던스, 대역폭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고, 반파장 다이

폴 안테나, 야기안테나, 마이크로스트립 패치안테나와 

같은 공진형안테나의 구조와 동작원리, 나선형안테나, 

대수주기 안테나와 같은 광대역안테나의 구조와 동작

원리, 그리고 여러 개의 요소 안테나의 집합으로 이루

어진 배열안테나의 방사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

여 익힌다.

184064  차세대방송기술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Techniques)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모바일TV방송 등에 대한 특성, 서비스 내용, 시스템 

원리 및 요소기술 등을 학습한다.

184065  생체계측 
 (Biomedical Instrumentation)

생체계측의 원리, 설계, 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생체신호의 발생, 센서의 원리와 적용, 생체신호의 측

정 및 분석, 생체계측, 임상분석 기술, 의료기기의 전

기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184066  방송통신 응용 전자 회로 (Broadcasting  
 Communication Applied  
 Electronic Circuit)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개념, 특성과 현대

사회에서 사이의버 기능 등을 알아보며 커뮤니케이션

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도록 한다.

184067 인터넷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

인터넷 통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

서 강의한다. OSI 7 layer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LAN과 WAN의 프로토콜들을 다룬다. 인터넷 프로

토콜인 TCP/IP 프로토콜의 기본 구조와 주소 체계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ARP, RARP, IP, ICMP, 

IGMP, UDP 그리고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184068 음향설계 (Audio Design)

최근 오디오 기술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

여 건축음향 및 다양한 장송에 적합하도록 음향배치 및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위한 방법, 시스템 원리 

및 요소기술 등을 학습한다.

184069  방송시스템설계 
 (Broadcasting System Design)

최근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시스템이 디지털방식의 

방송시스템으로 일대 전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

파, 위성, 케이블TV, 지상파 DMB, 위성 DMB방송

의 디지털 시스템 및 원리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분석

을통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184070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산업체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배우고 익힘으

로써 실제적인 업무에 부딪혔을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18417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본 과정은 이론과 부합된 실기 및 창의적 설계 능력

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학생이 대학과정에

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가미하여 공학적 

성과가 인정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졸업작품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공학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과 전

문지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한다. 캡스톤디자인(1)에

서 설계, 분석, 제작된 시작품을 시험, 평가하고 부가

적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최

종적으로 전시회를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종합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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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발표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184072 스튜디오실습 (TV Studio Practice)

TV 스튜디오 실습과 제작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최신의 실습을 통한 방송 영상제작 시스템 이해방송 제

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

의 이해를 통해 방송제작인으로서의 양성을 준비하도

록 한다.

184073  광통신공학 (Optical Communication  
 Engineering)

광통신시스템에서 광원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다이

오드와 LED의 구조 및 발광원리, 광검출기로 사용

되고 있는 PIN포토다이오드와 에벌란치 포토다이오

드(APD)의 구조와 동작원리, 유전체 전송 선로에 해

당하는 광섬유의 구조,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손실

과 분산의 개념, 그리고 광통신용 중계기로 사용되는 

EDFA와 라만증폭기의 동작원리와 특성에 대하여 학

습한다.

184074 디지털TV (Digital TV)

디지털 방송을 위한 신호 규격 및 자동송출 시스템

과 디지털 방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방송 및 

대화형 방송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DTV 송출 시스템의 

구성 및 국내외 디지털 방송 규격 표준화 내용들을 살

펴본다.

184075  TCP/IP네트워크프로그래밍 
 (TCP/IP Network Programming)

TCP/IP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강의한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윈

도우나 리눅스에서 소켓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

래밍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84076  홈네트워크공학 
 (Home Network Engineering)

쌍방향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특성, 서비스 내용, 시스템 원리 및 요소기술 등

을 학습한다.

184077 집적회로 (Intergrated Circuits)

IC제조기술 배경, MSKING 기술, SELECTIVE 

DOPING 기술, ISOLATION FINE - LINE 

LITHOGRAPHY MONOLITHIC IC 기술체계, 

HYBRID IC 기술체계, CHARGE TRANSFER 

DEVICE 등을 설계관점에서 물리적 현상의 분석과 응

용 및 한계 개선점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184078  음향연출기법 
 (Sound Direction Technique)

공연장, 음악 스튜디오, 영화, 드라마, 쇼 등 현장

에서 알아야 할 실제적인 수음 기술과 각 매체에 알맞

게 믹싱 하는 테크닉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 가

능성과 첨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알아본다.

184079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임베디드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내장되어 특정 기

능을 수행하는 전용 컴퓨터 시스템이다. 본 교과는 크

게 임베디드 하드웨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두 부

분으로 구성된다. 임베디드 하드웨어 파트에서는 프로

세서, 캐쉬, MMU 등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

요 하드웨어의 내부 구조 및 관련 설계 이슈를 다룬다. 

또한, 임베디드 리눅스 및 임베디드 보드를 활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보드에 장착된 여러 입출력 장치

의 제어 프로그래밍을 실습함으로써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184082  사이버커뮤니케이션  
 (Cyber communication)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개념, 특성과 현대

사회에서 사이의버 기능 등을 알아보며 커뮤니케이션

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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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00  공학수학(Ⅰ) 
 (Engineering Mathematics(Ⅰ))

공학 분야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현상 또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이론과 정리뿐만 아니라, 실제 응용에 주

안점을 두어 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184201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Multimedia Programing)

C언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의 제작을 위한 프로

그래밍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184202  공학수학(Ⅱ) 
 (Engineering Mathematics(Ⅱ))

공학의 입문 과정으로 전기전자를 포함한 물리계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인 해

석방법을 증명하고 제공함으로서 물리계에 대한 수학

적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184203 전자기학(Ⅱ) (Electromagnetics(Ⅱ))

전자파의 성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치를 이해, 분

석 및 설계하는 지식을 습득하며 심화 과정을 통하여 

전자기기공학의 전문 인재로 교육시킨다.

184204  디지털공학(Ⅱ) 
 (Digital Electronics(Ⅱ))

디지털공학(Ⅱ)는  조합회로의 이해 및 응용, 디지털 

전자회로 설계 및 최적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184205  인터렉티브커뮤니케이션 
 (Human Computer Interaction)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컴

퓨터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은 미디어 공학, 컴퓨터 

공학, 산업공학, 디자인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

한 학문분야에서 인간(사용자)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

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HCI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이론적 개념을 배우고, 게

임 및 가상현실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상호작용적 

설계,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사용성

(usability)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184206 해외인턴쉽(Ⅰ) (Global Internship(Ⅰ))

해외 인턴쉽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언어, 업무 관련 

지식 등 해외인턴쉽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기초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184207 광고매체론 (Add Media Theory)

디지털방송 통신 회로 및 원리를 파악하고, 시스템

의 분석을통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

다. 또한 관련된 응용 회로들에 대한 설계, 해석, 컴퓨

터 시뮬레이션 등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으로 전자회

로설계 엔지니어의 자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4208  음성 및 오디오처리 (Speech and  
 Audio Processing)

디지털신호처리 이론을 기반으로 음성과 오디오 신

호에 대한 시간영역 및 주파수영역에서의 분석, 음성 

및 오디오신호의 부호화, 음성합성, 음성인식 등의 이

론을 배우고 MATLAB, C언어등을 이용하여 실습을 

수행한다.

184209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공학은 전력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전력변

환, 전력개폐에 관한 기술을 취급하는 공학으로 전력

변환과 제어를 중심으로 한 응용 시스템 전반의 기술이

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전자공학은 신재생 에

너지 시스템(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및 친환경자

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핵심기술로서 자리잡고있다. 교류-직류변환기, 

직류-교류변환기, 직류-직류변환기 및 교류-교류 변

환기의 회로에 대하여 동작원리 및 분석, 성능평가와 

응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184210 해외인턴쉽(Ⅱ) (Global Internship(Ⅱ))

학과와 연계된 다양한 해외 업체에 실제로 인턴쉽을 

체험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글로벌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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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및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해외 취업 및 언어 

공부에도 도움이 클 것이다.

184211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4212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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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컴퓨터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선수02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선수01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전공선택 109003 프로그래밍입문(1)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선수03, UH선택

전공선택 109136 컴퓨터과학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UH선택

전공선택 109415 Introduction to Computers(In English)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UH필수

전공선택 109416 Introduction to Programming(1)(In English)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UH필수, 선수03

소                   계 24 22 6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선有02, 선수08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선有0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선有02, 선수08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전공선택 109004 프로그래밍입문(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선有03, UH선택

전공선택 109006 공학기초설계 2 2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UH선택

전공선택 109411 Basic Engineering Design(In English) 2 2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UH필수

전공선택 109417 Introduction to Programming(2)(In English)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UH필수, 선有03

소                   계 24 21 6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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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선택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09255 이산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MSC

전공선택 109261 웹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선택

전공선택 109418 Introduction to Unix(In English)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UH필수

전공선택 109425 Web Programming(In English)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필수

전공선택 109485 윈도우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09487 수치해석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488 유닉스개론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UH선택

소                   계 28 22 14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선택 109007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전공선택 109018 공업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선有08

전공선택 109157 JAVA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선택

전공선택 109220 자료구조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256 디지털논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419 JAVA (In English)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필수

전공선택 109424 Unix Programming (In English)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필수

전공선택 109482 유닉스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선택

소                   계 26 20 12

3 1

전공선택 109012 고급프로그래밍 2 1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09023 시스템소프트웨어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130 소프트웨어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180 알고리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324 프로그래밍언어론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341 데이터베이스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선수06, UH선택

전공선택 109343 컴퓨터시스템구조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선수05

전공선택 109420 Further Object Oriented Development(In English) 3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UH필수Module

전공선택 109421 Principles&Application Web Services (In English) 3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UH필수Module

전공선택 109423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and Management (In English) 3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UH필수Module

전공선택 109492 산업보안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32 19 8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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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09099 객체지향분석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UH선택

전공선택 109200 운영체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270 컴파일러구조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272 컴퓨터시스템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선有05

전공선택 109360 데이터통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412 Computer Network Protocols and Architecture(In English) 3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UH필수Module

전공선택 109413 DataBase (In English) 3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UH필수Module

전공선택 109481 고급웹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UH선택

전공선택 109489 비즈니스정보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UH선택

전공선택 109490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선有06

소                   계 30 20 8

4

1

전공선택 109015 현대암호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24 현장실습(1) 2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28 웹프레임워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전공선택 109029 컴퓨터그래픽스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선택

전공선택 109031 Computer Graphics(In English)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UH필수

전공선택 109032 컴퓨터네트워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34 현장실습(2) 2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113 캡스톤디자인(1) 2 0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선수04 졸업관련

전공선택 109422 Project(In English) 2 0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UH선택Module 선수04

전공선택 109484 임베디드소프트웨어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09500 코업(1) 6 0 0

전공선택 109501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44 14 12

2

전공선택 109036 네트워크설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37 컴퓨터게임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38 모바일프로그래밍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39 분산컴퓨팅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41 이동통신망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42 전자상거래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44 현장실습(3) 2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045 졸업세미나 2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114 캡스톤디자인(2) 2 0 4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2 선有04, 졸업관련

전공선택 109215 인공지능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285 컴퓨터보안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486 멀티미디어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9502 코업(2) 6 0 0

전공선택 109503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51 20 18

합                   계 259 158 84



-  260  -

컴퓨터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09003  프로그래밍입문(1) 
 (Introduction to Programming(1))

프로그래밍언어를 이용 기초적인 작성능력을 배양

하며 컴퓨터프로그래밍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배운다. 

컴퓨터공학 각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원리와 활용기술

을 섭렵하고, C언어 및 플로어, 처리방법 언어변천사

와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과 업무에 적용하는 방

법 등을 습득하게 한다.

109004  프로그래밍입문(2) 
 (Introduction to Programming(2))

C++등 객체지향 언어의 이론과 특성을 실제 언어

로 구현함으로써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혀 실무에 응용

할 수 있도록 객체지향언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오브

젝트, 클래스, 다형성, 상속 등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객체지향언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109006  공학기초설계 
 (Basic Engineering Design)

엔지니어링 분야의 Life-long-learning의 기본

이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제약 요소의 반

영, 스케치 및 시각적 추론 능력,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팀원들과의 조화 능력 등의 설계기본

소양을 배운다.

109007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Multimedia Programming)

멀티미디어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의 기본적인 형태

에 대해서 소개하고,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멀티미디어 합성,동기

화, 데이터베이스 통합,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의 방

향을 소개한다.

109012  고급프로그래밍 
 (Advanced Programming)

닷넷 윈도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C#의 개

요, 특징, 문법 등을 차례로 설명한다. 또한 C#을 이

용한 윈도우 응용 프로젝트와 웹 응용 프로젝트를통해 

윈도우 및 웹 응용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109015 현대암호학 (Modern Cryptology)

현대의 개인 신분 및 정보 노출에 관련하여 그 중요

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암호이론을 기초 수학 이론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고전 암호에서 

최신 현대 암호까지를 포함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동

작 원리 및 특성 분석하고, 공개키 기반구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자우편 보안까지 폭넓은 응용 보안 기술을 

소개한다.

109018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컴퓨터공학에 적용하고 응용 할 수 있는 미분방정식 

및 상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벡터 미적분학, 푸리

에 해석과 편미분 방정식, 복소수와 복소함수, 거듭제

곱급수, 복소해석, 선형대수 및 미분방정식의 수치해

법 등 공학적인 현상의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109023 시스템소프트웨어 (System Software)

시스템 S/W은 컴퓨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다. Assembler, Macro Processor, Loader, 

Editor 및 Interpreter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습득케 하며 O.S의 구성을 이해하여 Project 수행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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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2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오늘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체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실제적인 업무에 직

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09028 웹프레임워크 (Web Framework)

오픈 소스를 이용하여 홈쇼핑, 전자결재,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등의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스트럿츠, 스프링 등의 웹 프레임워크

와 iBATIS, Hibernate 등의 ORM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다양한 기법을 배운다.

109029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데이터를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실습을 하며, 도식표현 장비들과 소프트웨

어 구성, 데이터구조, 그래픽 프로그래밍, 그래픽알고

리즘 등을 학습한다. 주어진 시스템에 영상(도식) 표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 처리의 제

반이론과 알고리즘을 학습한다.

109031  Computer Graphics(In English)  
 (Computer Graphics)

To introduce the necessary background, 

the basic algorithms, and the applications 

of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A large proportion of the course considers 

the design graphics algorithms and making 

graphics program using C or Java language.

10903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Protocols and Architecture)

점대점 통신, 통신망 분석, 흐름제어, LAN, 

WAN, 게이트웨이, UNIX 소켓 등과 같은 컴퓨터 네

트워크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이더넷, 토큰

링 등과 같은 LAN, 인터넷, SNA, ATM 등과 같은 

광대역망 프로토콜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109034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오늘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체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실제적인 업무 SW

설계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09036 네트워크설계 (Network Design)

스위치와 라우터를 이용하여 소규모 네트워크와 기

업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운다. 시뮬레이터와 

실습 장비를 통해서 인터넷 기반의 실제 네크워크를 구

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스위칭 네트워크, 라우팅 네

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 엑세

스 제어 방법 등을 십습한다. 

109037 컴퓨터게임 (Computer Game)

시나리오, 그래픽, 사운드, 엔진개발, 3D이미

지, Open GL, 비주얼효과, On Line, Network, 

Web 게임, Mobile게임, 인공지능 게임 등 게임과 관

련되고 게임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연구하

고 학습한다.

109038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휴대폰 등에 적용되는 모바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해하고 실제 구동 가능한 모바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적은 메모리, 낮은 CPU 성능, 모바

일 특유의 API 등 모바일 프로그램 환경의 특성을 이

해하고, 모바일 프로그래밍 기술을 바로 습득한다.

109039 분산컴퓨팅 (Distributed Computing)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 애플리

케이션, 컴퓨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한 다양한 최산 기법을 배운다. 인터넷 기반

으로 동작하는 웹 서비스, 그리드, 클라우드 등의 개념

과 구조, 서비스, 플랫폼 및 동작 원리를 배운다.

109041  이동통신망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본 과목에서는 휴대용 컴퓨터 기술과 무선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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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의해 탄생한 이동통신망에 대해 각종 관심 

분야들을 공부한다. 휴대성과 이동성, 그리고 무선통

신이라는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사항들을 다루며, 특히 이동 컴퓨

팅 환경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 각종 소프트웨어 설

계 기법을 다룬다.

109042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 전자화로 진행되는 상거

래로 주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개요와 기법 및 운

용과 연동을 위한 CGI, JAVA 등을 연구 학습한다. 

전자 상거래상의 비밀 보호나 대금 결제를 위해 SSL

이나 S-HTTP와 같은 암호화 기술을 학습하며, 신용 

카드나 NFC, 전자 화폐를 이용한 결제 프로토콜 방법

으로 STT, SEPP와 지불방법으로 가상 지갑(virtual 

wallet)등을 연구한다.

109044 현장실습(3) (Field Training(3))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업체의 IT기술현황을 분석과 

설계 및 리더의 능력을 기른다.

109045 졸업세미나 (Thesis Seminar)

미래 컴퓨터 분야의 발전 방향을 리드하고 분석하여 

대처하며 다양한 IT변화 트랜드를 연구하여 실무 업무

SW 설계 및 패러다임 등을 논의한다.

109099  객체지향분석설계 
 (Object Oriented Analysis)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여러 종류의 시스템 분석 설계

방법론의 하나로 통합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내용으로는 객체지향분석과 설계 개요, UML개

요, Use Case도, 클래스도, 객체도, 클래스모델과 

연관관계, 상태도, 순차도, 협동도 컴퍼넌트도, 배치

도 등에 관한 방법론을 익힌다.

109113 캡스톤디자인(1) (Project(1))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웹, 네트워크, 임베디드, 데

이터베이스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Windows 또는 

UNIX/LINUX 환경하에서 기초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의 전과정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졸업 후 실제프로

젝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09114 캡스톤디자인(2) (Project(2))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웹, 네트워크, 임베디드, 데

이터베이스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Windows 또는 

UNIX/LINUX 환경하에서 기초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의 전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표

하여 졸업 후 실제 프로젝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09130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상의 쟁점, 분석 기초와 

요구사항 모델링 및 표현, 고품질 시스템을 위한 설

계 및 이를 위한 기초적인 설계 기준, 품질 보증 활동, 

CASE 등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주제를 학습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ASE 툴인 SYSTEM ARCHITECT, 마르미를 사

용하여 실습함으로써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산지식을 

습득한다.

109136  컴퓨터과학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컴퓨터를 전공하고자 하는 입문강좌로써 컴퓨터의 구

조 및 동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컴퓨터 시스템

의 H/W, S/W 입출력 원리, 구성원리, 동작원리, 네트

워크, 응용, 미래 IT기술동향 등을 연구 학습한다.

109157 JAVA (JAVA)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AWT, Swing 

(JFC), Java Beans, J2EE, J2ME, JDBC 등 각

종 JAVA 클래스 및 IDE tool을 활용하여 다양한 

JAVA 애플릿과 Application을 구현함으로써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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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와 응용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학습한다.

109180 알고리즘 (Algorithm)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의 예와 대표적인 

응용 분야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기능과 처리과정을 

학습하고, 알고리즘의 난해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알

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을 익힌다.

109200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Processor관리, 기억장치 관리, 정보관리 및 주변

장치관리 등을 학습하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개념이나 기

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9215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지식표현방법, Production system, 자연언어처

리, 자동프로그래밍 이론 증명 등의 지능을 필요로 하

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및 계산 프로

그램을 학습한다

109220 자료구조 (Data Structure)

자료를 Computer내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현방법과 그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알고

리즘을 습득케 한다.

109255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Digital 컴퓨터로 대표되는 유한상태 기계의 수학

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논리, 집합관계, 그래프등에 

관련된 이론을 제공하여 컴퓨터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고취시킨다.

109256 디지털논리 (Digital System)

Digital 컴퓨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Digital 

기기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Digital 소

자의 동작원리와 Gate 등의 응용방법을 익힌다.

109261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

밍 기법을 배운다. HTML, DHTML, CSS, XML, 

Java script, CGI 등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이를 응

용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 가공 및 표현 능력을높

인다.

109270 컴파일러구조 (Compiler Construction)

언어 번역시의 분석과정인 어휘분석, 구문분석, 의

미분석과 중간에 코드 합성과 코드 생성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개념을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간단한 컴파일러 

구성방법을 습득한다.

109272  컴퓨터시스템설계 
 (Computer System Design)

컴퓨터시스템의 설계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

산장치, Microprogram Control, Arithmetic 

algorithm, Memory와 입출력장치의 구조와설계 

기법을 배운다.

109285 컴퓨터보안 (Computer Security)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끼리 상호 데이터를 주

고받을 때 데이터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

거나전자 상거래시 사용되는 개인 정보나 거래 내

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Authentication), 접근 제어(Access Control), 

비밀 보장(Confidentiality), 부인 봉쇄(Non-

Repudiation), 보안 검사, 무결성(Integrity)등과, 

시스템보안, 데이터보안, 인터넷 보안, 바이러스로부

터 보안등의 학습을 한다.

109324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변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그 설계 목적과 개념을 이해하

며 시대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언어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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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41 데이터베이스 (Database)

가능한한 최소의 비용으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료

의 운영상 중복을 피하고 여러분야에서 동시에 응용할 

수 있게끔 DATA의 집합체인 Database를 형성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

는 기본 방식들을 주지시키고 최근의 Database 관리

시스템을 이해시킨다.

109343  컴퓨터시스템구조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기본적인 전자계산기의 구성과 설계에 대한 개념과

기법을 소개하고 데이터의 표시방법, Register 전송

과 마이크로 동작, 전자계산기 소프트웨어를 다룬다.

109360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전송매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데이터전

송, 다중화, 데이터 보안 등과 같은 데이터 통신의모든 

기본적인 주제를 다룬다. 또한 PC를 이용한 통신 소프

트웨어 키트를 이용하여 통신 관련 알고리즘과 프로토

콜들을 직접 실험해봄으로써 통신에 대한실제적인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09411  Basic Engineering Design(In  
 English) (Basic Engineering  
 Design(In English))

An engineering design process is a 

processused by engineers to help develop 

products. The engineering design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servicing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to meet desired 

deeds. Among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design process are the establishment of 

objectives and criteria, synthesis, analysis, 

construction, testing, and evaluation. 

Study identifying a need, defining the 

problem, conducting research, analyzing 

set criteria, finding alternative solutions, 

making adecision, presenting the product, 

and communicating and designing.

109412  Computer Network Protocols  
 and Architecture(In English)  
 (Computer Network Protocols  
 and Architecture(In English))

Computer communications including 

local area networks (LANs), metropolitan 

a rea  ne tworks (MANs ) ,  w ide  a rea 

networks(WANs), standard organizations, 

open system architecture(OSI), IBM's 

system network architecture(SNA), network 

performance and topological optimization.

109413  DataBase (In English) 
 (DataBase (In English))

Constructing databases that can be used 

and shared in various applications without 

useless redundancy to get the information 

with minimum costs and efforts is 

important thing. In this subject, the way 

for construction of database, the efficient 

operation of database and the recent DBMS 

is studied.

109415  Introduction to Computers 
 (In English) (Introduction to  
 Computers(In English))

This course is designed to be a guidance 

course that will cover what exactly 

Information Technology is and what 

Computer Science is. The goal of this 

course if to help you understand what you 

want to gain from your use of computer 

architecture and Introduce to Peripheral 

devices, S/W, H/W, Network, Security, etc 

basic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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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16  Introduction to Programming(1) 
 (In English) (Introduction to  
 Programming(1)(In English))

Through this course, we will learn 

the basic programming language and 

its method. We will also learn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concerning 

various areas in computer engineering, 

and the C language and flow,history of 

computer languag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mputer programming and its 

applications.

109417  Introduction to Programming(2) 
 (In English) (Introduction to  
 Programming(2)(In English))

Through this course, we will learn 

the basic concept of object-oriented 

language, and object, class, polymorphism, 

inheritance and their applications and 

through this we are expected to have an 

ability to use programming techniques in 

real applications.

109418  Introduction to Unix(In English)  
 (Introduction to Unix(In English))

UNIX is an operating system that is 

a stable, multi-user, multi-tasking 

system for servers, desktops and laptops. 

Topics include basic elements of the 

UNIX operating system, UNIX commands 

and utilities, hierarchical file structure, 

creating and editing documents and shell 

programming. Advanced tasks of user 

management, file system backup and 

restore, boot management, network setup 

and configurations are also included.

109419  JAVA (In English)  
 (JAVA (In English))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f Java 

applications. They learn Java programming 

language syntax and object-oriented 

concepts, as well as more sophisticated 

features of Java runtime environment, 

such as support for GUI, multithreading, 

and networking

109420  Further Object Oriented  
 Development(In English) 
 (Further Object Oriented  
 Development(In English))

Object Oriented Development (OOD) 

has been touted as the next generation 

advance in software engineering. Reduce 

development time, and resources required 

to maintain existing applications, increase 

code reuse, and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to organizations that use it. 

Object Oriented systems development is 

an extension of structured programming. 

Study object-oriented analysis and design, 

common OOD factors as rapid prototyping, 

code and design reuse,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and greater management of 

complexity.

109421  Principles&Application  
 Web Services (In English)  
 (Principles&Application Web  
 Services (In English))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successfully design and implement Web 

applications using sever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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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ols (XML, DOM, JSP, Servlets, and 

Ajax environment). Topics include : Ajax 

programming environment; XML, DOM 

and CSS; Technologies for asynchronous 

content update; XML objects; XSLT and 

XPath; Web services; APIs and mashups; 

Design patterns; RSS and JSON.

109422  Project(In English)  
 (Project (In English))

This is the second part of a two-semester 

course sequence in which teams complete 

the definition, planning and design phases 

of a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project graduates may 

encounter in their professional employment.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urse instructor, 

students (individually or in small teams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will undertake 

a major software implementation project 

and aculminating experience in individual 

design, implementation, and professional 

documentation of a software product under 

close supervision of a faculty member. 

Each student (or team)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his or her own independent 

strategy for satisfying the instructor's 

overall requirements and a written report, 

giving details of the project and test 

results, and an oral presentation of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aspects is required. Each project group 

must make a weekly presentation about 

its work. The final goal of this course is 

completion of a project and passing an 

evaluation contest held by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109423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and Management (In  
 English)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and  
 Management (In English))

 The course is focused on developing 

and maintaining information systems, 

consisting of processes, people and 

computer technology, to meet business 

needs. This course includes Strategic 

Information Syetem, Decision Support 

System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Executive Support System with a focus 

on computer-based model development 

techniques to solve business problems. 

This course also covers the relationship 

among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business processes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109424  Unix Programming (In English)  
 (Unix Programming (In English))

Under Unix environment, students 

learn system calls and various libraries. 

Class learns about the concept of File 

system, Process, Signal, Inter Process 

Communicat ion  and  programming 

techniques

109425  Web Programming(In English)  
 (Web Programming(In English))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a comprehensive mastery of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coding practices. 

Additional topics include an understanding 

and use of DHTML, Cascading Style 

Sheets (CSS), and Validation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Students will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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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tire web site using HTML, CSS, and 

JavaScript.

109481  고급웹프로그래밍 
 (Advanced Web Programming)

XML을 이용하여 컴퓨터 분야나 전자상거래 분야뿐

만 아니라 모든 학술 분야와 산업분야에서 사용할수 있

도록 표준화한 문서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배양

한다.

109482  유닉스프로그래밍 
 (UNIX Programming)

UNIX 환경에서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를 이용

한 시스템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운다. 파일 시스템(file 

system), 프로세스(process), 프로세서간 통신

(Interprocess communication), 시그널(signal)

등의 개념들을 익히고 그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술들

을 숙달한다.

109484  임베디드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임베디드 시스템 및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가장 일반적인 리눅스 환경 아래에서 임베디드소프트

웨어를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9485  윈도우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

프트 윈도우즈에서의 Visual C++ 프로그래밍의학습

을 통해 Windows 운영체제의 내부 작업을 이해하고 

Microsoft Foundation Class (MFC) 및 MSDN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Windows 기반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9486  멀티미디어시스템 
 (Multimedia Systems)

이미지 및 비디오를 포함하는 비주얼 데이터의 내용

기반 검색을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

한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JPEG 비디

오 압축 기법을 포함하는 영상처리 기법을 학습하고, 

이 정보를 저장, 색인, 검색할 수 있는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을 학습한다.

109487  수치해석프로그래밍  
 (Numerical Analysis Programming)

현대는 수많은 데이터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데이

터들은 상호 연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데

이터들간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프로그

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성향을 파악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기울기, 미분, 적분, 고유값등을 산출하기 위한강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 효과를 함양하기 위해 학

습된 주제를 프로그램화 한다.

109488 유닉스개론 (Introduction to Unix)

Multi-User, Multi-Task의 대화형 운영체제이

며 Hierarchical File System(Tree Structure)

을 채택하였고 물리적 기기도 파일로 취급하고 있

으며 Pipes 기능 및 풍부한 Shell 등의 특징을 갖

고 있다. 또한 C언어로 UNIX의 대부분이 기술되

어 이식성이 좋고, Security, Protection 기능

을 갖고 있는 UNIX 개념과 관리방법을 배양한다. 

109489  비즈니스정보공학  
 (Business Information Engineering)

정보관리 및 처리시스템의 계획 및 시행을 위한 시스

템 개념을 학습한다. 정보 처리의 연혁과 개념이소개

되며, 정보처리를 통하여 분석한 문제를 정립하는 과

정과 정보량, 자료 등의 개념이 도입된다. 기업을 중심

으로 한 조직체의 정보유통 및 처리시스템이연구되며, 

이를 위해 컴퓨터를 중심으로 Database의 개념과 정

보분류 및 코딩방법 등 정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개념

을 학습한다.

109490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논리 및 논리적 설계에 관한 사항을학



-  268  -

습하고 실습한다. 즉 논리 설계시 정규화 기법, 질의 

처리의 최적화 기법과 물리 설계시 효율적인 검색방법 

및 Data Compaction기법 등을 학습한다.

109492 산업보안학 (Industrial Security)

산업보안학은 경영학, 법학, 기술경영, 컴퓨터공학 

등이 결합된 융합 학문으로, 국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다룬다. 주요 주제로는 산업기술의 

법적 보호,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IT 

보안, 위기 관리 등이 있다.

109500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09501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09502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09503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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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화공생명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인증선택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소                   계 19 17 6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소                   계 17 15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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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08470 공학생물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필수 108551 물리화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교직

전공필수 161006 공학수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08021 유기화학(1)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교직

전공선택 108351 화공양론(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교직

전공선택 108528 화공입문설계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소                   계 19 16 8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08554 화공유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교직

전공필수 161007 공학수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08022 유기화학(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352 화공양론(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71 화공기초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512 무기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08555 물리화학(2)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소                   계 22 19 6

3 1

전공필수 108101 반응공학(1)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교직

전공필수 108361 화공열역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교직

전공필수 108525 무기공업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필수 108531 공정제어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교직

전공선택 108002 인턴쉽(1) 3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72 단위조작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73 코업(1) 6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74 코업프로젝트(1) 12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559 열및물질전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0

전공선택 108990 현장실습 3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61001 공업교육론 3 3 0 전공 교직

소                   계 44 18 4

택일

택일



-  275  -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08475 고분자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08003 인턴쉽(2) 2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102 반응공학(2)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0

전공선택 108120 분리공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선택 108476 분자생물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77 원자력화학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78 코업(2) 6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79 코업프로젝트(2) 12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532 공학전산응용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561 상과화학평형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0

전공선택 161002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3 0 전공 교직

소                   계 44 21 6

4

1

전공선택 108004 인턴쉽(3) 2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031 화학공학특강(1) 1 0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032 생명의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036 화공 Capstone Design(1) 3 3 0 인증필수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08480 고분자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81 화공생명기술정책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82 코업(3) 6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83 코업프로젝트(3) 12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535 화학공정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2

전공선택 108562 기기분석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08563 이동현상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전공선택 161003 공업교과교수법 3 3 0 전공 교직

소                   계 45 24 2

2

전공선택 108033 반도체공정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037 화공 Capstone Design(2) 3 3 0 인증선택 전공 3 졸업관련

전공선택 108038 기능성화장품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039 나노소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046 화학공학특강(2) 1 0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047 전지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84 생물화학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85 인턴십(4) 3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86 코업(4) 6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487 코업프로젝트(4) 12 0 0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507 환경화학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08521 에너지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46 23 4

합                   계 256 15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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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08101  반응공학(1) (Chemical Reaction  
 Kinetics(1))

반응공학의 개념과 공업용 반응기의 설계 및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반응속도에 관한 온도, 압

력, 농도의 효과에 대하여 학습하고 회분식, 연속식 반

응기의 설계, 등온 및 비등온 반응기의 설계에 대하여 

강의한다.

108002 인턴쉽(1) (Internship(1))

강의실에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생명공학 

분야의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최신 기술들의 개발과 

활용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한다.

108003 인턴쉽(2) (Internship(2))

강의실에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생명공학 

분야의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최신 기술들의 개발과 

활용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한다.

108004 인턴쉽(3) (Internship(3))

강의실에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생명공학 

분야의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최신 기술들의 개발과 

활용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한다.

108021 유기화학(1) (Organic Chemistry(1))

오비탈, 에너지 및 구성 원리와 같은 화학원리를 바

탕으로 유기화합물의 반응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시키

고, 유기화합물의 종류와 분류 및 명명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며, 그들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에 하는데 본 수

업의 기반을 둔다.

108022 유기화학(2) (Organic Chemistry(2))

물리화학 이론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위한 실험 및 실

습을 목적으로 하며, 실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

과 기초적인 도구들의 사용법들을 숙지한다.

108031  화학공학특강(1) (Special Lecture on  
 Chemical Engineering(1))

화학공학과 관련하여 최신의 기술동향과 이슈들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초청 강연과 전임교수의 특

강을 통해 본 학과의 졸업예정자들에게 소개하고 경험

하게 한다.

108032  생명의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고분자, 환자질환, 세포, 조직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고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

하며 의료공학 산업에 적용되는 의료-나노-바이오 소

재 제조 및 응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108033  반도체공정 
 (Semiconductor Processing)

반도체소자와 액정표시장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

며, 다양하게 축적한 화학공학지식을 바탕으로 소자 

및 장치 제조 과정에 이용되는 단위 공정들의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응용들에 대하여 숙지한다.

108036  화공 Capstone Design(1)  
 (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1))

화학공학 전공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기초 및 요

소 설계 교과목들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또

는 그룹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소속하여 체계적이고 심

도 있는 실험이나 설계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연구 

및 설계 능력을 배향하도록 함으로서, 졸업 후 산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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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연구소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한다.

108037  화공 Capstone Design(2)  
 (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2))

화공 Capstone Design(1)과 연계하여 화학공학 

전공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기초 및 요소 설계 교

과목들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그룹별

로 관심 있는 분야에 소속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실험이나 설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발표

하고 완전한 형태의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108038 기능성화장품 (Functional Cosmetic)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원료기준과 스

킨, 로션, 크림 및 메이크업류 등 제품 처방을 중심으

로 한 물리화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을 다룬다.

108039 나노소재 (Nano Materials)

나노소재의 개념과 나노구조를 가지는 금속, 세라

믹, 고분자 및 복합물질의 특성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

득한다. 또한 나노소재의 최신 동향 및 응용분야를 소

개하고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이론 및 분석

기술을 숙지시킨다.

108046  화학공학특강(2) (Special Lecture on  
 Chemical Engineering(2))

화학공학특강(1)의 연장교과목으로 최신의 기술동향

과 이슈들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강연

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경험하게 한다.

108047 전지공학 (Battery Engineering)

연료전지, 태양전지, 1차전지, 2차전지 등의 관련 

전공지식들을 종합하여 전지의 개념, 이론, 실제를 확

립하도록 한다.

108102  반응공학(2) (Chemical Reaction  
 Kinetics(2))

Nonelementary Reaction의 반응 속도식을 구

하는 방법과 Nonisothermal Reactor Design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촉매 반응의 개요 및 촉매반응

기의 설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108120 분리공정 (Separation Process)

화공유체역학, 열 및 물질전달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물질전달의 기초 이론과 종류, 증발, 흡수,

추출, 습도, 건조 등의 분리공정 원리와 실제 이론을 

습득하게 한다.

108351  화공양론(1) (Principles For  
 Chemical Engineering(1))

기본량과 유도량의 개념과 단위환산의 능력을 습득

시키고, 물리량의 상관관계의 표현법, 물질 및 에너지 

수지계산을 위한 기본 법칙을 이해한 후 공정계산에 응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8352  화공양론(2) (Principles For  
 Chemical Engineering(2))

화공양론(1)을 기초로 복잡한 계의 물질수지 계산 

및 에너지수지 계산 능력을 배양하여 물질수지와 에너

지수지를 함께 고려한 화학공정의 수지를 계산할수 있다.

108361  화공열역학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열역학 제1법칙을 비흐름 및 정상흐름 과정에 적용

한다. 유체의 압력-부피-온도 관계와 열역학 제2법칙

의 기본개념과 열역학 특성치 관계를 공학적인면에서 

응용 및 적용한다.

108470  공학생물 (Engineering Biology) 

공학생물학은 생명공학의 기초가 되는 생물의 구성

요소,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구조적인 분

류에 의한 생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세포의 구조적 기능

과 각 기관의 생명활동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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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71  화공기초실험 (Fundamental  
 Chemical Engineering  
 Experiment)

화학공학에 기본이 되는 유체의 물성치 측정, 레이

놀즈 실험장치를 이용한 유체의 이동현상, 유량계 취

급방법, 배관 및 유체이송장치 등의 작동과 이에 관련

된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108472  단위조작실험 
 (Unit Operation Experiment)

화학공정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열교환기, 증류

탑, 흡수탑 그리고 분리막 시스템 등의 열전달 및 물질

전달 장치에 관한 작동원리 및 기능과 이에 관련된 능

력을 배양한다.

108473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08474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08475  고분자개론 (Introduction to Polymer)

고분자에 대한 정의와 분류, 분자량 계산 및 분포를 

분석 및 확인방법들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고

분자합성에 대한 분류와 방법, 합성에 대한 반응메커

니즘의 이해와 분석방법기술 및 이론을 이해시키는 능

력을 배양하고, 합성된 고분자에 대한 이론적접근을 

Flory-Huggins를 포함하는 다양한 고분자과학자들

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고분자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108476  분자생물공학 (Molecular  
 biochemical engineering)

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치료 및 진단등-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화학공학 지식이 생명공학분야로 적용되는 범주의 확

대를 인지한다. 

108477  원자력화학공학 
 (Nuclear Chemical Engineering)

원자력분야에 화학공학의 제반 지식들이 적용되는 

개념과 과정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에너

지의 생성, 핵연료의 주기,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성과 

활용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108478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08479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08480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개론에서 숙지한 기초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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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고분자물질들이 설계, 분석, 가공되는 과정

들에 대하여 학습하며 가공 과정 중에 나타나는 고분자

들의 물리적 거동에 대한 해석능력을 함양한다.

108481  화공생명기술정책 (Chemical  
 Engineering Technology Policy)

화공생명 각 분야의 기술적 요소와 경제 및 환경적 

측면 등의 다양한 각도로 분석되어, 정책이 결정, 집

행, 평가되는 과정들을 학습한다. 그리고, 실제로 적

용된 구체적 사례들을 다룬다. 

108482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08483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08484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생물공학의 기본개념을 학습하고 세포와 미생물의 

종류, 배양법 및 그 특성을 배움으로서 이들을 실제로 

산업화하기 위한 효모의 추출, 미생물계의 대량 생산

메커니즘과 미생물반응기 설계를 학습한다.

108485 인턴십(4) (Internship(4))

강의실에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생명공학 

분야의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최신 기술들의 개발과 

활용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한다.

108486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08487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08507  환경화학공학 (Environmental  
 Chemical Engineering)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고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학공학 엔지니어로서 인류가 당면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08512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무기물질과 관련된 원자 및 분자의 전자구조와 결

합, 이온화학, 배위화학, 용매 및 용액 등을 다루며, 

화학공학 분야와 관련된 무기화합물의 응용분야와 향

후의 전망에 대하여 학습하며, 계속하여 연결되는 과

목인 무기공업화학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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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21 에너지공학 (Energy Engineering)

기존 에너지 및 수소,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관하여 이들의 공학적 이론 및 환경문제

의 관계를 강의한다.

108525  무기공업화학 (Inorganic Industrial  
 Chemistry)

전통적인 무기공업화학 분야인 무기산, 알칼리, 비

료, 금속 및 규산공업과 함께 최근 급속히 발전되고 있

는 고부가가치의 첨단 신소재로써 세라믹스를 위시한 

고체상태 무기 이온 등 새로운 소재의 합성, 제조 및 

응용분야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연구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08528  화공입문설계 (Introduction to  
 Chemical Engineering Design)

팀별 프로젝트로 입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설계의 본질과 공학의 주요 활동을 익히고, 공학 설계

의 절차와 정보획득 절차 및 설계 도구에 대하여 학습

한다. 이를 통하여 화공 엔지니어의 기본 소양인 설계

개념과 의사소통 및 발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108531 공정제어 (Process Control)

화학공정의 해석과 제어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이

론과 응용을 강의한다. 화학공정의 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수학적 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

용하여 제어기 종류의 선정 및 제어시스템의 설계를 위

한 방법론을 논한다.

108532  공학전산응용 (Numerical Analysis  
 for Engineers)

계산과학(Computational Science)의 개념을 이

해하고, 물리/화학적 현상과 공학의 문제로부터 도출

된 수학적 모형의 근사적 해를 구하기 위한 수치해석의 

이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108535  화학공정설계 (Chemical Process  
 Analysis and Design)

화학공학의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화학제

품을 생산하기 위한 화학공정의 합성을 여러 제약 조

건하에서 수행하고, 경제성, 안정성 및 운전상 문제들

을 평가한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화학공정 모델을 구

축 및 수치모사를 수행하고 화학공정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제반 문제들을 인지함으로서 화학공학엔지니어의 

창조적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습득하도록 한다.

108551 물리화학(1) (Physical Chemistry(1))

기체의 성질, 열역학에 대한 원리와 용액론 등 화학

평형에 대한 전반적인 물리화학적 원리를 체계화하여 

이를 이해하며 화학공업분야와 연관성을 알도록 한다.

108554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for  
 Chemical Engineers)

화학공학의 주요과목으로서 유체의 흐름에 관한 수

학적 해석 및 유체수송에 관한 마찰, 동력 계산 등의 

이론적 규명과 각종 화공장치의 설계 등을 강의 한다

108555 물리화학(2) (Physical Chemistry(2))

양자역학의 기본개념, 원자 및 분자의 전자구조, 스

펙트럼의 응용 등 양자역학의 기초와 기체분자 운동

론, 반응 속도론 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며 화학공업 

분야와 연관성을 알도록 한다.

108559  열및물질전달 
 (Heat and Mass Transfer)

전열과 그 응용에 대하여 취급하되 전도전열, 대류

전열, 복사전열, 상변화가 있을 경우의 전열, 전열장

치 및 증발에 대한 물질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취한다.

108561  상과화학평형 
 (Phase and Chemical Equilibrium)

균열계 혼합물의 열역학 특성치 계산과 상평형, 화

학평형을 학습하고, 화학공학에 응용되는 평형관계를 

계산하고 공정의 열역학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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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화학공정에 적용을 학습한다.

108562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물질 분석용 기기의 기본적인 원리 및 특징을 학습

하고 전기분석, 크로마토그래피 및 분광학의 기초이론 

및 이에 따르는 응용을 실험실습 하여 숙지시킨다.

108563 이동현상 (Transport Phenomena)

유체역학과 관련하여 미분형 물질수지 및 운동량수

지를 이용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각

종 화학공정 시스템에 적용한다. 또한 유체 운동방정

식인 Navier-Stokes식을 직교 및 원통좌표계에서 

표현하고, 유체의 속도분포, 압력분포 등을 계산한다. 

에너지 및 물질전달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과 지배 

방정식을 다루고, 고체 내에서의 온도분포, 유체에서

의 온도 및 농도분포를 계산하는 해법을 학습한다.

108990 현장실습 (Field traning)

화학공업 분야의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단위공정 

및 단위조작 등의 현장응용과 현장적용의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 교육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161001  공업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Industrial Subject)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 구성, 교수-학습

방법, 강의계획서, 교과목의 특성, 평가방법 등을 효

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

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161002  공업교과논리및논술 (Introduction to  
 logic and essays for Industrial  
 Curriculum)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 논리 및 논술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161003  공업교과교수법 (Introduction to  
 Teaching Methods for Industral  
 Curriculum)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교수법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161006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여러 가지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및 이들이 

가지는 수리 물리학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라플라스 

변환의 전기공학 관련분야의 적용에 대해 공부한다. 

161007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기본적인 복소함수의 성질과 복소 미적분을 공부

한다.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를 이해하고, Taylor, 

Fourier Series 와 Transform 등의 전기공학 관련

분야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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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화공생명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4

1

전공선택 208031 화학공학특강(1) 1 0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032 생명의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033 반도체공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036 화공 Capstone Design(1) 3 3 0 졸업관련

전공선택 208120 분리공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48 화학공학과 지적재산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49 생체재료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70 기기분석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71 이동현상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527 창의연구 2 0 4 졸업관련

전공선택 208535 화학공정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소                   계 28 25 6

2

전공선택 208037 화공 Capstone Design(2) 3 3 0 졸업관련

전공선택 208038 기능성화장품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039 나노소재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046 화학공학특강(2) 1 0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047 전지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45 생화학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51 화학공학과기후변화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52 반도체이론및공정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154 화학공학과생명의료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506 전기화학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507 환경화학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08520 졸업연구 2 0 4 졸업관련

전공선택 208521 에너지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8 24 8

합                   계 56 4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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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08031  화학공학특강(1) (Special Lecture on  
 Chemical Engineering(1))

화학공학과 관련하여 최신의 기술동향과 이슈들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초청 강연과 전임교수의 특

강을 통해 본 학과의 졸업예정자들에게 소개하고 경험

하게 한다.

208032 생명의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고분자, 환자질환, 세포, 조직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의공학 기능성 고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를 추구하며 의료공학 산업에 적용되는 의료-나노-바

이오 고분자 제조 및 응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208033  반도체공정 
 (Semiconductor Processing)

반도체소자와 액정표시장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

며, 다양하게 축적한 화학공학지식을 바탕으로 소자 

및 장치 제조 과정에 이용되는 단위 공정들의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응용들에 대하여 숙지한다.

208036  화공 Capstone Design(1)  
 (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1))

화학공학 전공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기초 및 요

소 설계 교과목들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또

는 그룹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소속하여 체계적이고 심

도 있는 실험이나 설계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연구 

및 설계 능력을 배향하도록 함으로서, 졸업 후 산업 현

장이나 연구소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한다.

208037  화공 Capstone Design(2)  
 (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2))

화공 Capstone Design(1)과 연계하여 화학공학 

전공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기초 및 요소 설계 교

과목들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그룹별

로 관심 있는 분야에 소속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실험이나 설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발표

하고 완전한 형태의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208038 기능성화장품 (Functional Cosmetic)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원료기준과 스

킨, 로션, 크림 및 메이크업류 등 제품 처방을 중심으

로 한 물리화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을 다룬다.

208039 나노소재 (Nano Materials)

나노소재의 개념과 나노구조를 가지는 금속, 세라

믹, 고분자 및 복합물질의 특성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

득한다. 또한 나노소재의 최신 동향 및 응용분야를 소

개하고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이론 및 분석

기술을 숙지시킨다.

208046  화학공학특강(2) (Special Lecture on  
 Chemical Engineering(2))

화학공학특강(1)의 연장교과목으로 최신의 기술동향

과 이슈들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강연

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경험하게 한다.

208047 전지공학 (Battery Engineering)

연료전지, 태양전지, 1차전지, 2차전지 등의 관련 

전공지식들을 종합하여 전지의 개념, 이론, 실제를 확

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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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20 분리공정 (Separation Process)

화공유체역학, 열 및 물질전달에서 습득한 지식을바

탕으로 물질전달의 기초 이론과 종류, 증발, 흡수, 추

출, 습도, 건조 등의 분리공정 원리와 실제 이론을습득

하게 한다.

208145  생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생물공학의 기본개념을 학습하고 세포와 미생물의 

종류, 배양법 및 그 특성을 배움으로서 이들을 실제로 

산업화하기 위한 효모의 추출, 미생물계의 대량생산메

커니즘과 미생물반응기 설계를 학습한다.

208148  화학공학과 지적재산권 (Chemical  
 Enginee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인간정신의 발달에 따라 학문, 예술에 대한 창작물

이나 창조적 발명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권리도 하나의 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경

제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등

장하게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적 의미

의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산업현장에서의지적재산권의 

실제를 화학공학자에게 개론적으로소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208149 생체재료학 (Biomaterials)

인류의 삶과 복지에 관련되는 의료,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소재들의 개발현황과 산업적 

적용에 대한 재료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본교과목

의 의미가 있다. 금속/세라믹/고분자 생체재료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학부3, 4학년 차원에서 생체재료개발에 

필요한 화학적/물리적/생리학적 원리와상호관계를 전

달하고자 한다.

208151  화학공학과기후변화 (Chemical  
 Engineering and Climate Change)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고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화학공학자로서 인류가 당면한 환경파괴

로 인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

한다.

208152  반도체이론및공정 (Theory and  
 Process for Semiconductor)

반도체의 전반적인 원리 및 이론과 적용분야에 대하

여 공부하며, 반도체 제조를 위한 주요소재의 제조방

법을 포함하여 반도체가 완성된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까지의 전 공정과 함께 제조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 

강의한다.

208154  화학공학과생명의료공학 (Chemical  
 Engineering and Biomed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산업, 생명공학 및 의료산업의 접목에서파

생되는 새로운 융합 학문과 융합산업의 출현에 대한 학

문적/산업적 관점을 이해하는데 본 교과목의 의미가 

있다. 화합물의 합성과 이들을 산업화 하는데필요한 

전통 화학공학의 열전달/물질전달 이론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미생물발효에 의한 생명공학산업및 노령화사

회에 대처하는 의료산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융

합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및 산업적 의미를 학부 3-4학

년 공학도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자 한다.

208170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물질 분석용 기기의 기본적인 원리 및 특징을 학습

하고 전기분석, 크로마토그래피 및 분광학의 기초이론 

및 이에 따르는 응용을 실험실습 하여 숙지시킨다.

208171 이동현상 (Transport Phenomena)

유체역학과 관련하여 미분형 물질수지 및 운동량수

지를 이용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각

종 화학공정 시스템에 적용한다. 또한 유체 운동방

정식인 Navier-Stokes식을 직교 및 원통좌표계에

서 표현하고, 유체의 속도분포, 압력분포 등을계산한

다.에너지 및 물질전달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과

지배 방정식을 다루고, 고체 내에서의 온도분포, 유체

에서의 온도 및 농도분포를 계산하는 해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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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06  전기화학공학 
 (Electrochemical Engineering)

기초화학 분야에서 배운 전기화학적 기본개념을토대

로 하여 이온의 현상, 전해질의 성질과 전도, 전지와 

전극반응, 전극반응 속도론, 계면현상, 부식 및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8507  환경화학공학 (Environmental Chem.  
 Engineering)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고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학공학 엔지니어로서 인류가 당면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08520 졸업연구 (Research for Graduation)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결정된 연구 테마로 학생자신이 자료조사와 실험을 통

하여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완성한다.

208521 에너지공학 (Energy Engineering)

기존 에너지 및 수소,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관하여 이들의 공학적 이론 및 환경문제

의 관계를 강의한다.

208527 창의연구 (Independence Biology)

3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논문과 관련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질적인 실험에 참여하여창의적

이고 현장 지향적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208535  화학공정설계 (Chemical Process  
 Analysis and Design)

화학공학의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화학제

품을 생산하기 위한 화학공정의 합성을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수행하고, 경제성, 안정성 및 운전상 문제들

을 평가한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화학공정 모델을 구

축 및 수치모사를 수행하고 화학공정에서 흔히만나게 

되는 제반 문제들을 인지함으로서 화학공학엔지니어의 

창조적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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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환경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2 2 0 2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소                   계 19 17 6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351 환경과인간 2 2 0 학문기초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인증필수 MSC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소                   계 19 17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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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선택 110028 공업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10029 전산응용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10102 환경입문설계 3 0 6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선택 110670 환경물리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71 환경분석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72 자원과에너지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73 대기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19 14 12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인증필수 전문교양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선택 110001 수리수문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036 환경양론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104 미생물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10147 통계학 2 2 0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MSC

전공선택 110674 수질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75 환경유기화학 2 2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76 환경분석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19 17 4

3 1

전공필수 110677 입자상물질처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10996 유해가스처리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10997 폐수처리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선택 110031 상수도설계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10357 환경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14 환경생물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소                   계 18 13 10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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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10006 토양및지하수오염관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10032 하수도설계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10304 환경기기분석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필수 110678 폐기물자원순환관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1

전공선택 110002 고도폐수처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10679 대기유해물질관리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소                   계 18 12 12

4

1

전공필수 110680 캡스톤디자인(1) 6 3 6 그룹3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필수 110681 캡스톤디자인(2) 6 3 6 그룹3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필수 110682 캡스톤디자인(3) 6 3 6 그룹3 복수(부)전공 인증필수 전공 3

전공선택 110191 환경생태학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270 수질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83 환경보전및윤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84 폐기물자원순환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1

전공선택 110685 코업(1) 6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86 코업프로젝트(1) 12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990 현장실습 3 0 0 인증선택 전공

소                   계 51 20 20

2

전공선택 110687 캡스톤디자인(4) 6 3 6 그룹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3

전공선택 110688 캡스톤디자인(5) 6 3 6 그룹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3

전공선택 110689 캡스톤디자인(6) 6 3 6 그룹4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3

전공선택 110042 녹색환경경영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511 환경영향평가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90 환경모델링 3 2 2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91 비점오염원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92 코업(2) 6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전공선택 110693 코업프로젝트(2) 12 0 0 복수(부)전공 인증선택 전공

소                   계 48 20 20

합                   계 211 11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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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10001  수리수문학 

 (Hydraulics and Hydrology)

환경공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기초 학문이 되는 수리학 

및 수문학의 내용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계및 계획

에 필요한 내용들로만 요약하여 제공하고자한다. 본 과

정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물의 특성, 물의역학적 작용원

리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물의 정수역

학, 동수역학 등에 관한 물의 역학적 작용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며, 관수로, 개수로에관한 물의 역학적 작용에 대

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환경공정내에서 수질관리 및 폐

수처리 등에 응용이가능한 수리학적 검토능력을 키운다.

110002  고도폐수처리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폐수의 오염물질 처리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처리

로 분류되며, 고도폐수처리 후 재이용 한다. 현재 실용

화되고 있는 폐수 오염물질 처리 방식과 연구중에 있는 

새로운 첨단 고도처리 방식들을 소개 및검토한다. 폐수

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공학 이론과 생태계의 물

질 및 에너지 수지, 폐수오염의 발생원과 이의 처리방법

을 체계화하여 다룬다.

110006  토양및지하수오염관리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Engineering)

토양 및 지하수환경의 기초적 이해와 오염의 메커니

즘을 설명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정화기법과 복원방안까지 소개함으

로써 토양 및 지하수환경에 대한 개관을 다루도록 한다.

110028  공업수학 (Advanced Engineering  
 Mathmatics)

환경 분야에 필요한 각종 계산 및 해석능력을 배양시

키기 위하여 공업수학 내에서 기본적인 수학의 부분으

로 기초, 1차미분방정식, 2차미분방정식, 선형미분방

정식, LAPLACE 변환 편미분 방정식 등에 대하여 학

습한다.

110029  전산응용 (Practical Engineering  

 Computer Use)

공학적으로 유용한 소프트웨어의 소개 및 사용방법을 

익힌다. 소프트웨어 도구로는 엑셀, 워드(한글), 파워포

인트를 사용하며, 엑셀 활용을 통한 실험데이터의 계산 

및 통계 처리 능력 배양과 파워포인트활용을 통한 주제 

발표 및 의사전달 능력 개발, 한글문서작성 방법, 공학

적 워크시트의 활용, 통계 처리결과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110031  상수도설계공학 (Water Supply  

 Engineering Design)

우리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을 취수원에서 취수하여 

처리한 후 가정, 공장, 사업장 등 필요한 곳에보내는데 

요구되는 이론과 설계, 건설에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다

루는 교과목으로, 계획 급수인구와 급수사용량 추정으로 

계획 급수량을 산정하여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이론 및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지를 설계하고 송수, 도

수, 배수, 이론 및 송수, 도수,송수관 설계를 한다.

110032  하수도설계공학 (Engineering Design  
 for a Sewage System)

실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할 수 있는능

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기본계획수립·이

해, 하수도 관거 시설 설계, 펌프장시설 설계,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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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계, 슬러지 처리시설 설계 등에 대하여교수하

고, 우수와 오수량 산정 및 우수관, 오수관 설계와 초

기우수처리 및 방류 하수처리를 위한 침전 및생물처리 

이론과 소독 이론 및 침사지, 침전지, 생물반응조, 최

종침전지, 농축조, 탈수시설 등을 설계한다.

110036  환경양론 (Elementary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rocesses)

환경산업공정에서 필요한 원료물질의 투입과 생성물

질(또는 오염물질)의 물리량 관계를 공학적인 수식과 계

산을 통하여 공장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

라서 이들 물질량들 간의 관습단위를 알고 물질수지 및 

에너지수지의 개념과 기초공정계산을 숙지하고 수행 한다.

110042  녹색환경경영 (Green Environmental  

 Management)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지구규모로 확대

되어 대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와 무

역을 연계시키고 방법론적으로 국제표준화작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환경경영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

켜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

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환경경영기법의 개론

적인 접근을 통하여 환경전공자로서 실제현장에서의 접

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110102  환경입문설계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Design)

설계 실습을 통해 공학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획서 및 실험보고서 작성, 문제점해결, 

발표 및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품 설계 능력을 

향상 시킨다. 환경공학 전공영역에서의 기초적 공학설

계 능력을 배양하며, 공학도로서의 기본소양인 팀웍, 공

학설계 개념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함양할 수 있도록 교

육한다. 특히, 입문설계는 전공별 심화학습을 통한 종합

설계(capston design)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 한다.

110104  미생물학 (Microbiology)

본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검

토하고, 미생물의 분류, 구조, 생리대사 등의 기본적인 

미생물지식을 배양한다. 또한 미생물응용분야및 가능성

에 대하여 학습하여 실제 미생물관련 응용이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110147 통계학 (Statistics)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자료의 특징과 그 자료의 분석과정과 관련 된잠재적인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자료의 

도표화, 분포형태의 이해, 자료의 변환,두 집단의 평균비

교 및 회귀분석 등 통계학의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한다.

110191  환경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생태계의 근본원리를 이해하고 복잡한 각종 환경오염

현상 및 행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제

어방안을 학습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ESSD)을 가능하게 하기위한대안을 학습한다. 

또한 교통, 항만, 하천, 발전소 건설, 공업단지 조성, 농

수산업 및 관광단지 개발 등에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항

을 평가하고 그 저감 방안및 대책수립을 위한 방법 등을 

학습한다.

110270  수질관리 

 (Water Quality Management)

수질오염원, 수질오염 부하량 산정, 물리, 화학, 생물

학적 작용을 이해하고 호소의 오염현황 및 부영영화 예

측기법, 하천의 오염 및 자정작용과 모델에 의한 하천관

리, 토양오염, 열오염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 및 계획법을 학습한다.

110304  환경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환경분야의 시험법이 명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과 

관련이 있는 각종오염물질의 분석·측정을 위하여 필

요한 각종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조작에의한 

응용 및 실무적응능력을 배양시킨다. 특히 주요환경 

분석기기의 분석원리와 특성 및 기능, 분석결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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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 정밀도 유지관리, 설계주제로 선택한 기기분석

법을 이용한 미지시료 분석 및 결과 발표에 대하여 다

룬다.

110357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환경공학 실무 및 연구에 중요한 화학방정식의 설계

와 개념을 학습하고, 수질 관리 분야에서의 중요 화학반

응 종류별 원리와 주요 적용 분야별 사례를 학습함으로

서 오염물질의 거동, 변환 및 제거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

제 해결을 위한 공학적 기초 실력을 배양한다.

110511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

행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검토하며,건전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

한 국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사전환

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조사등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과 작성방법 및 기법을 강의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0614  환경생물공학 (BIOENVIRONMENTAL  

 ENGINEERING)

자연생태계에서 세포의 합성 및 오염물질의 생분해

를 열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산술적인 접근을 통해수치화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난분해성물질의 생

물학적 분해를 비롯한 생물반응기의 원리및 해석 방법과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110670  환경물리화학 (Environmental  

 Physical Chemistry)

본 강의는 화학 반응의 특성과 물질의 물성을 이론적

으로 이해하고 이들 이론이 공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

고 활용되는지를 이해함으로서 물질 반응을 환경공학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열역학과 화학평형의 이해와 공학에서의 응용사례 학습

과 기체, 액체, 고체의 물리화학적특성과 거동 이해, 환

경공학 전공영역에서의 물리화학적 기초와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110671  환경분석실험(1) (Experimental of  

 Environmental alysis(1))

환경오염물질을 분류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성분분석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실험을 수행한다.환경기초

실험에 이어서 수질환경에 수반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지

표기준항목(COD, BOD, Solid, TN,NH4- N, TP, 

Alkarinity, Acidty, PO4-P, Fe 등)의 농도 분석 

원리 및 방법을 익히고 실험분석을 통하여 얻은 실험값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110672  자원과에너지 

 (Resources and Energy)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기초이론을 다룬

다.  자원화 및 에너지화폐기물 오염물질의 발생과 관리

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오염물 방지기술의종류와 기

술에 대해 원리 위주로 소개한다. 본 강좌를 이수하여 폐

기물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양하고 이해에 할

수 있도록 한다.

110673  대기개론 

 (Introduction to Air Pollution)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는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기술적 기초를 학습한다.

110674  수질개론 

 (Introduction to Water Quality)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는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기술적 기초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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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75  환경유기화학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여러가지 

유기화합물질의 반응성과 반응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있다. 따라서 화합물의 결합, 구조 및 명명법을 배우고 

또 입체화학, 첨가 및 치환반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

반응을 배운다.

110676  환경분석실험(2) (Experimental of  

 Environmental alysis(1))

환경오염물질을 분류하고 오염물질의 성분분석과 농

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실험을 수행한다.환경분석실험

(1)에 이어서 수질환경에 수반되

110677  입자상물질처리 
 (Particulate Matter Treatment)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오염물질의 발생, 크기분포

와 거동 특성을 이해하고 입자상 오염물질의 제어방법

에 대한 이론 및 제어장치를 학습함으로서 입자상오염

물질의 배출특성에 따른 제어장치를 설계하고 운영하

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110678  폐기물자원순환관리 
 (Waste Recycling of resource  
 Management)

폐기물자원순환관리는 폐기물처리 분야의 수집, 운

반부터 소각, 매립처리까지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의 

전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환

경오염과 폐기물의 처리문제를 연계하여 환경오염의 

저감과 폐기물의 적정처리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폐기

물을 재이용,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기본지식을 습득

할 수 있다.

110679  대기유해물질관리 (Hazardous  

 Substances Management)

화학물질은 고유의 위험성과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기 중에 노출된 유해물질은 작업환경 및 작업종사자에 

잠재적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 본 교과에서는 유해물질

의 정의, 중요성과 특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그 관리체계 및 방안을 학습한다. 또한 유해물질 노출

에 의한 실내 공기질 영향, 다중 이용시설 및 신축공동 

주택관리 방안, 새로운 유해물질을 이해하여 작업환경 

및 산업위생 현장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068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본 교과목은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관련 교과목을 종합

하여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팀별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하여 환경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엔지니

어의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실제 현

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현장실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진단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함에 그 목적있으며, 졸업시 학부 과정동안 배운 전공

지식과 설계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공학 전공주재별 팀 

활동을 통해 졸업논문과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

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1068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본 교과목은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관련 교과목을 종합

하여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팀별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하여 환경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엔지니

어의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실제 현

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현장실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진단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함에 그 목적있으며, 졸업시 학부 과정동안 배운 전공

지식과 설계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공학 전공주재별 팀 

활동을 통해 졸업논문과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

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10682 캡스톤디자인(3) (Capstone Design(3))

본 교과목은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관련 교과목을 종합

하여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팀별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하여 환경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엔지니

어의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실제 현

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현장실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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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단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함에 그 목적있으며, 졸업시 학부 과정동안 배운 전공

지식과 설계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공학 전공주재별 팀 

활동을 통해 졸업논문과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

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10683  환경보전및윤리 (Environmental  

 preservation & Ethics)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과 자연이용으로 인한환경

파괴와 생태계가 교란되어 장래 지구가 인간의생존이 어

려운 상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여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학습한다.

110684  폐기물자원순환공학 (Wastes  

 Recycling and utlization  

 Engneering)

산업의 발달 및 도시화에 의하여 대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분별배출에 의하여 다양한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각종 폐기물별로 자원화

기술을 개괄하는 것으로 하며, 초기에는 폐기물처리공

학에서 계속되어진 내용으로서 처리 및자원화기술에 초

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며, 후기에는 폐기물 종류별 각

종 자원화기술을 실례를 들어 강의한다. 본 수업수강으

로 인하여 21세기의 새로운ET산업으로서 거론되고 있

는 자원 재활용기술을 이해하여 산업현장에서 능동적으

로 분야를 개척할 수있도록 한다.

110685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

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

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10686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on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

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

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

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0687  캡스톤디자인(4) (Capstone Design(4))

본 교과목은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관련 교과목을 종합

하여 (1)에 이어서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팀별로 지

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하여 환경산업에서 요구

하는 창의적 엔지니어의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현장실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단하고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에 그 목적있으며, 졸업시 

학부 과정동안 배운 전공지식과 설계학습 경험을 바탕으

로 환경공학 전공주재별 팀 활동을 통해 졸업논문과 작

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

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10688 캡스톤디자인(5) (Capstone Design(5))

본 교과목은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관련 교과목을 종합

하여 (2)에 이어서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팀별로 지

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하여 환경산업에서 요구

하는 창의적 엔지니어의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현장실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단하고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에 그 목적있으며, 졸업시 

학부 과정동안 배운 전공지식과 설계학습 경험을 바탕으

로 환경공학 전공주재별 팀 활동을 통해 졸업논문과 작

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

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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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89 캡스톤디자인(6) (Capstone Design(6))

본 교과목은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관련 교과목을 종합

하여 (3)에 이어서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팀별로 지

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하여 환경산업에서 요구

하는 창의적 엔지니어의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현장실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단하고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에 그 목적있으며, 졸업시 

학부 과정동안 배운 전공지식과 설계학습 경험을 바탕으

로 환경공학 전공주재별 팀 활동을 통해 졸업논문과 작

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

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10690  환경모델링 (Environmental Modeling)

이 강좌는 환경 모델링의 기본 개념 소개와 다양한 환

경시스템의 플랜트 디자인에 대하여 강의한다. 

110691  비점오염원관리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밸생원으로 부터 생성되는 오염원이 파이프를 통해 배

출되지 않고 도시, 농경지, 산림, 공사장, 습지 등 넓은 

지역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배출원으로서 비점오염물질의 종류, 영향, 저감 방

안, 시설 및 관리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학습

110692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

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

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10693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on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

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

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

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0990 현장실습 (Field Practice)

교과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는 현장학습으로 학교

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기본적인 기능을 직접현장에 적

용시키는 직접 교육이다.

110996  유해가스처리공학 (Hazardous Gas  

 Treatment Engineering)

대기오염 물질 중 가스상 물질의 배출원과 인체에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그들 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가스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흡착,흡수, 

소각, 응축, 분해 등의 단위조작 기술을 이론과실험으

로 습득하여 경제적이고 고효율의 제어장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110997  폐수처리공학 (Waste Water  

 Treatment Engineering)

생활계 및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폐수처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처리공정

을 이해한다. 또한 공정해석으로서 반응공학적인 해석

과 폐수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의 원리 및 단위공정에 

대한 응용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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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환경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선택 210270 수질관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04 환경기기분석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46 환경양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58 수리수문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614 환경생물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997 폐수처리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998 대기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9 0

2

전공선택 210002 고도폐수처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003 집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57 환경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59 상하수도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60 토양및지하수오염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616 폐기물처리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996 유해가스처리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21 0

4

1

전공선택 210004 환경공정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023 환경위해도평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024 도시계획및환경관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146 유해물질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191 환경생태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444 졸업논문및세미나(1) 2 2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0618 폐기물자원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990 현장실습 2 0 0

소                   계 21 19 0

2

전공선택 210026 환경지리정보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255 해양오염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40 환경윤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361 환경CAD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445 졸업논문및세미나(2) 2 2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0490 환경법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511 환경영향평가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0620 산업환경경영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9 0

합                   계 80 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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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  (야간)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10002  고도폐수처리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폐수의 오염물질 처리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처리

로 분류되며, 고도폐수처리 후 재이용 한다. 현재 실용

화되고 있는 폐수 오염물질 처리 방식과 연구중에 있는 

새로운 첨단 고도처리 방식들을 소개 및검토한다. 폐수

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공학 이론과 생태계의 물

질 및 에너지 수지, 폐수오염의 발생원과 이의 처리방법

을 체계화하여 다룬다.

210003  집진공학 (Particle Treatment  

 Engineering)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오염물질의 발생, 크기분포

와 거동 특성을 이해하고 입자상 오염물질의 제어방법에 

대한 이론 및 제어장치를 학습함으로서 입자상오염물질

의 배출특성에 따른 제어장치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

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004  환경공정설계 (Environmental  

 Process Engineering Design)

상하수 처리 시설에 관한 설계과목으로 취수장, 정수

장, 배수지 설계 등 실제 물이 호수나 댐, 강에서부터 최

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과정과 공장폐수 처리시

설의 설계, 도시하수의 종말 처리장의 설계를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 시설을이용하여 적용하

는 방법을 다루도록 한다.

210023  환경위해도평가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것을 

학습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으로, 독성의 종류와독성의 평

가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노출에 따른 위

해성의 확인.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 교과목

의 목표이다.

210024  도시계획및환경관리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인간의 정주공간인 도시의 개념정의, 계획제도, 공간

구조 등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과 도시 생태계 및도시화

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하여 이해한 후 실제 국내외 도시

의 환경을 비교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과 친환경 도시에 관한 내용을 습득한다.

210026  환경지리정보학 (Environmental  

 Geogrphic Information System)

동식물정보, 수질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물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혐

오시설 입지선정 및 대형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한다. 또한 GIS 

System의 자료와 분석기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모

델링, GIS와 위험관리, 환경변화예측 등과 더불어 향후

과제 등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210146  유해물질관리 (Hazardous  

 Substances Management)

화학물질은 고유의 위험성과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기 중에 노출된 유해물질은 작업환경 및 작업종사자에 

잠재적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 본 교과에서는 유해물질

의 정의, 중요성과 특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그 관리체계 및 방안을 학습한다. 또한 유해물질 노출

에 의한 실내 공기질 영향, 다중 이용시설 및 신축공동 

주택관리 방안, 새로운 유해물질을 이해하여 작업환경 

및 산업위생 현장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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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1 환경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미생물은 자연환경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환

경미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유기물의 분해와 생물적, 화학

적 순환이 포함된 물질의 변환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물질의 전환이 환경오염과 관련 되었을 때 분해자의 역

할에 대한 이해가 오염을 해결하기위해 필수적이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분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후반부에 환경오염과 미생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210255 해양오염론 (Marin Pollution)

해양환경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해양학 개론과 해양오염

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해양오염의 매체별오염원 발

생과정과 영향의 정도를 물리, 화학, 생물학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적정한 해양오염방지기술을 학습하여 실무분

야 문제해결을 위한 공학적 기초실력을 배양한다. 강의 

주요내용은 일반해양학, 해양오염 및 방지기술, 해양환

경관리 등이며, 주로 실무를 토대로 이론과 사례 중심의 

학습으로 진행한다.

210270  수질관리 

 (Water Quality Management)

수질오염원, 수질오염 부하량 산정, 물리, 화학, 생물

학적 작용을 이해하고 호소의 오염현황 및 부영영화 예

측기법, 하천의 오염 및 자정작용과 모델에 의한 하천관

리, 토양오염, 열오염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 및 계획법을 학습한다.

210304  환경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환경분야의 시험법이 명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과 

관련이 있는 각종오염물질의 분석·측정을 위하여 필요

한 각종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조작에의한 응용 

및 실무적응능력을 배양시킨다. 특히 주요환경 분석기기

의 분석원리와 특성 및 기능, 분석결과의 정확도, 정밀

도 유지관리 등을 다룬다.

210340 환경윤리 (Environmental Ethics)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과 자연이용으로 인한환경

파괴와 생태계가 교란되어 장래 지구가 인간의생존이 어

려운 상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여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학습한다.

210346  환경양론 (Elementary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rocesses)

환경산업공정에서는 필요한 원료물질의 투입과생성물

질(또는 오염물질)의 물리량 관계를 공학적인수식과 계

산을 통하여 공장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

라서 이들 물질량들 간의 관습단위를알고 물질수지 및 

에너지수지의 개념과 기초공정계산을 숙지하고 수행 한다.

210357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환경공학 실무 및 연구에 중요한 화학방정식의 설계

와 개념을 학습하고, 수질 관리 분야에서의 중요 화학반

응 종류별 원리와 주요 적용 분야별 사례를 학습함으로

서 오염물질의 거동, 변환 및 제거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

제 해결을 위한 공학적 기초 실력을 배양한다.

210358  수리수문학 

 (Hydraulics and Hydrology)

환경공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기초 학문이 되는 수리학 

및 수문학의 내용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계및 계획

에 필요한 내용들로만 요약하여 제공하고자한다. 본 과

정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물의 특성, 물의역학적 작용원

리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물의 정수역

학, 동수역학 등에 관한 물의 역학적 작용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며, 관수로, 개수로에관한 물의 역학적 작용에 대

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환경공정내에서 수질관리 및 폐

수처리 등에 응용이가능한 수리학적 검토능력을 키운다.

210359  상하수도공학 (Water Supply & Waste  

 Water Engineering)

도시기반시설인 상수 및 하수의 기본 성상 및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수의 취수, 정수, 배수상의 각종 설

계인자와 수처리방법, 하수도관망 및 하수도의 처리방안

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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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60  토양및지하수오염관리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Engineering)

토양 및 지하수환경의 기초적 이해와 오염의 메커니즘

을 설명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정화기법과 복원방안까지 소개함으로써 토

양 및 지하수환경에 대한 개관을 다루도록 한다.

210361  환경CAD (Environmental  

 Computer Aided Design)

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계산 및 얻어지는 각종수

치를 컴퓨터에 의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환

경산업 장치 설계에 이용되는 컴퓨터 설계능력을 갖게하

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과 설계를통하여 수치 

및 도면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444  졸업논문및세미나(1) 

 (Research Thesis and Seminar(1))

현장 및 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보고서를

(졸업논문) 작성하고, 발표 및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

한 정기적 세미나 수업을 병행한다. 자기주도학습을 통

한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테마 결정-과제

계획수립-과제수행-결과자료처리-보고서 및 논문 작

성)과 수행과제 및 관련 기술정보자료(논문, 특허 등)를 

활용한 발표 및 질의-응답의 토론식 세미나 수업을 진행 

한다.

210445  졸업논문및세미나(2) 

 (Research Thesis and Seminar(2))

대학 생활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졸업논문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배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로 어떤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므로 실무와 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정리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210490  환경법규 (Environmental Law)

인간에 의한 자연계로의 오염물질은 인류의 생존과 함

께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자연의 자정능력에 미치지 못하였고 환경오염은 해결해

야 할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지만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를 가속화시킴 으로서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정도

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

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만들어진 

환경법의 생성과발전 및 대기, 수질, 토양 등에 관한 법

을 강의 한다.

210511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

행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검토하며,건전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

한 국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사전환

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조사 등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과 작성방법 및 기법을 강의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210614  환경생물공학 (BIOENVIRONMENTAL  

 ENGINEERING)

자연생태계에서 세포의 합성 및 오염물질의 생분해

를 열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산술적인 접근을 통해수치화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난분해성물질의 생

물학적 분해를 비롯한 생물반응기의 원리및 해석 방법도 

익힌다.

210616  폐기물처리공학 (SOLID WASTE  

 TREATMENT ENGINEERING)

폐기물처리공학은 폐기물처리 분야의 수집, 운반부터 

소각, 매립처리까지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의전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환경오염과 폐기

물의 처리문제를 연계하여 환경오염의 저감과 폐기물의 

적정처리방법에 대해 공부하고,폐기물을 재이용, 재활

용, 재자원화하는 기본지식을습득할 수 있다.

210618  폐기물자원공학 (Wastes Recycling  

 and utlization Engneering)

산업의 발달 및 도시화에 의하여 대량으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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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분별배출에 의하여 다양한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각종 폐기물별로 자원화

기술을 개괄하는 것으로 하며, 초기에는 폐기물처리공

학에서 계속되어진 내용으로서 처리 및자원화기술에 초

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며, 후기에는 폐기물 종류별 각

종 자원화기술을 실례를 들어 강의한다. 본 수업수강으

로 인하여 21세기의 새로운ET산업으로서 거론되고 있

는 자원 재활용기술을 이해하여 산업현장에서 능동적으

로 분야를 개척할 수있도록 한다.

210620  산업환경경영 (Industrial  

 Environmental Management)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지구규모로확대

되어 대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와 무

역을 연계시키고 방법론적으로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환경경영을이해하고 이를 발전시

켜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

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없는 실정이다.본 강의에서는 환경경영기법의 개

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환경전공자로서 실제현장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10990  현장실습 (Field Practice)

교과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는 현장학습으로 학교

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기본적인 기능을 직접현장에 적

용시키는 직접 교육이다.

210996  유해가스처리공학 (Hazardous Gas  

 Treatment Engineering)

대기오염 물질 중 가스상 물질의 배출원과 인체에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고, 그들 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스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흡착,흡수, 소각, 

응축, 분해 등의 단위조작 기술을 이론과실험으로 습득

하여 경제적이고 고효율의 제어장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10997  폐수처리공학 (Waste Water 

Treatment Engineering)

생활계 및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각종 폐수의 성상을 

판단, 폐수처리 시설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폐수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의 원리 및 단위

공정에 대한 응용력을 배양한다.

210998 대기관리 (Air Quality Management)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물리화학적 특징과 환경영향을 

학습하며, 국지적, 광역적 및 지구적 규모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에서 대기 중으로의 이동확산 과정을 거

쳐 소멸되어가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기환경질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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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식품공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507 생물학(1) 2 2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소                   계 19 18 4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508 생물학(2) 2 2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소                   계 19 17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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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선택 118207 식품분석화학(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12 생물유기화학(1)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8213 식품에너지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14 식품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15 식품과학과산업 3 3 0

전공선택 118493 식품재료학 3 3 0 교직

소                   계 19 19 2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18216 식품영양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8248 식품분석화학(2) 3 2 2

전공선택 118142 식품기초실험 2 0 4 교직

전공선택 118217 생물유기화학(2)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8218 식품통계학 3 3 0

전공선택 118219 식품산업경영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19 16 6

3 1

전공선택 118220 식품생화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21 식품공학개론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22 식품관능검사 3 3 0

전공선택 118223 과자가공학 2 2 0

전공선택 118224 식품산업현장실습(1) 2 0 0

전공선택 118470 식품미생물학(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8472 식품가공학(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8494 식품화학(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992 농업교육개론 3 3 0 교직

소                   계 25 18 10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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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18225 식품산업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창업

전공필수 118226 응용생화학 3 2 2

전공필수 118474 식품미생물학(2) 3 2 2 복수(부)전공 창업

전공필수 118476 식품가공학(2) 3 2 2 복수(부)전공 창업 교직

전공필수 118495 식품화학(2) 3 2 2 복수(부)전공 창업 교직

전공필수 118498 식품위생및법규 3 2 2 복수(부)전공 창업 교직

전공선택 118227 식품산업현장실습(2) 2 0 0

전공선택 118993 농업(식품가공)교육논리및논술 3 3 0 교직

소                   계 23 15 12

4

1

전공선택 118148 식품제품개발론 3 3 0

전공선택 118228 식품품질관리 3 3 0

전공선택 118229 발효및미생물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30 식품첨가물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32 기능성식품제조학 2 2 0

전공선택 118348 식품기기분석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497 식육과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994 농업(식품가공)교재연구및지도법 3 3 0 교직

소                   계 23 20 6

2

전공선택 118233 주류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8234 식품저장학및응용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8235 식품안전학 3 3 0

전공선택 118236 식품포장학 3 3 0

전공선택 118458 낙농식품가공학 3 2 2

전공선택 118507 원서강독 2 2 0

소                   계 17 15 4

합                   계 164 138 48



-  308  -

식품공학과  (주간)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 교과목 개요

118142  식품기초실험 
 (Fundamental Laboratory)

식품공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실험을숙달

시켜서 전공과목 실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18148  식품제품개발론 
 (Food Product Development)

식품제품의 개발의 원리, 제품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18207  식품분석화학(1) 
 (Food Analytical Chemistry(1))

식품분석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분석화학의 기본

적인 정량, 정성분석 이론 및 특수분석이론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18212  생물유기화학(1) 
 (Food Organic  Chemistry(1))

유기화학물의 일반적인 성질과 특성 및 명명법을 이

해하고 유기화합물의 제법과 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

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13  식품에너지론 (Food Energy Theory)

식품산업의 제조공정상의 에너지 흐름을 학문적으

로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후 거시 및 미시적

인 경제안목으로 산업전반에 대한 식품제조시의 에너

지 흐름을 살펴서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 효용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경제지식의 습득과 

식품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118214 식품수학 (Food Mathematics)

공학에서 필수적인 미분법, 적분법, 정적분의 응용, 

중적분 등의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15  식품과학과산업 
 (Food Science and Industry)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식품재료의 생산이용 및 

식품가공공정,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 생산, 식량

자원 개발 등의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하여 식품공업의 

이해 및 응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18216 식품영양화학(Nutritional Chemistry)

식품중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의 종류와 

구성 및 작용, 무기질, 비타민 등의 흡수와 이동, 체내

에서의 작용, 필요량, 결핍증세, 함유식품 등과 음식

의 소화흡수, 식품의 열량, 체내에서의 에너지대사 등

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17  생물유기화학(2) 
 (Food Organic Chemistry(2))

생합성, 광합성, 촉매 및 효소의 작용에 대한 이론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8218 식품통계학 (Food Statistics)

실험계획법 실험자료의 통계적 분석이론, 확률분포, 

처리방법 등에 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19  식품산업경영 
 (Food Industry Management)

식품경영학의 학문적 성격과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식품 기업경영의 목적인 극대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얻

을 수 있도록 생산요소를 가장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하며, 식품기업의 당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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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118220 식품생화학 (Food Biochemistry)

생체내 물질의 화학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다루면서 생명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생

화학의 기초이론과 생체내에서 생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할 수 있

도록 한다.

118221  식품공학개론 (Introduction to Food  
 Engineering)

유체의 흐름, 열전달, 살균 및 냉동, 농축, 건조의 

이론과 장치 등 식품제조공정에서의 단위조작에 관하

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22 식품관능검사 (Panel Test)

식품물질의 여러가지 특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규

명하기 위한 기본지식 및 실험통계학적인 기법을 접목

시켜 여러가지 관능적인 식품물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23  과자가공학 
 (Confectionary Processing)

동,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캔디류, 코코

아가공품, 비스켓, 스낵, 껌 및 아이스크림 등 과자류 

제품의 가공기술을 습득하고, 제조과정중의 변화과정

을 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과자가공분야에 대한 전문지

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18224  식품산업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실무능력과 산업체 적응능력을 배양함으로서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118225  식품산업공학 
 (Food Industrial Engineering) 

식품의 증발 및 수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주요장

치의 원리 및 특성과 식품공장의 위생, 폐수처리를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26 응용생화학 (Applied Biochemistry)

생체내의 화학반응과 반응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생체

성분들의 생합성을 비롯하여 효소에 의한 생화학 반응

의 촉매작용 및 작용메카니즘, 대사조절을 다루며 최

근 심화되고 있는 분자생물학을 도입하여 유전현상의 

분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118227  식품산업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실무능력과 산업체 적응능력을 배양함으로서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118228 식품품질관리 (Food Quality Control)

식품의 재료 및 가공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품질관리 

개념을 소개하고 제품개발에 대한 품질측정 방법과 규

제등에 관한 연구를 한다.

118229  발효및미생물공학 (Fermentation and  
 Microbial Technology)

발효제품의 생산을 위한 미생물의 균주개량, 발효공

정과 장치, 배양방법, 분리정제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

다. 또한 이들의 지식을 응용하여 아미노산 조미료, 핵

산조미료 유기산, 효소 등 다양한 발효제품의 생산에 

관한 실용적이며 종합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118230  식품첨가물학 (Food Additives &  
 Preservatives)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그 물리적, 이화학적, 생화학

적 성질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와 이들의 식품에 응용, 

안정성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118232  기능성식품제조학 (Functional Foods)

생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식

품신소재인 기능성 단백질, 기능성지질, 식이섬유 등

의 제조방법, 생리활성 및 개별현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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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3 주류공학 (Wine Technology)

양조산업은 8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국

가적으로 중요한 식품산업이다. 양조산업은 오랜 역사

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산업이기도하지만 대중화 및 세

계화를 위해서 원료, 발효, 제조, 가공에 있어서 첨단

기술의 적용이 요구되는 미래적인 산업이기도 하다. 

양조공학에서는 술의 역사 각종 술의 종류, 이들의 제

조방법과 특성, 술과 건강, 주류분석법 등 종합적인 내

용을 다룬다.

118234  식품저장학및응용 
 (Applied of Food Preservation)

식품의 변패인자로서 미생물, 곤충, 쥐, 식품효소, 

화학반응, 수분, 온도등과 식품의 저장, 동결, 건조, 

통조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저장원리와 저장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235 식품안전학 (Food Safety)

식품중의 독성, 발암원인, 변이원성을 갖는 물질의 

생화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독성을 일으키는 인체내

에서의 기전을 연구한다.

118236 식품포장학 (Food Package)

식품포장에 관한 기본 이론, 포장재료 및 방법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며 포장시장의 추세 변화에 대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18248  식품분석화학(2) 
 (Food Analysis Chemistry(2))

식품의 일반성분과 특정성분을 정량 및 정성하는 실

험방법과 이론 및 실습을 수행한다.

118348  식품기기분석 
 (Instrumental Food Analysis)

자외선, 적외선, 질량분석, 핵자기공명 등 분광학의 

기초이론을 습득케 한다.

118458  낙농식품가공학 
 (Dairy Food Processing)

우유의 생산과 조성 그리고 유제품 제조와 특성 및 

우유의 검사법에 관한 이론을 익힌다.

118470  식품미생물학(1) (Food Microbiology(1))

식품공업에 응용되는 미생물의 종류와 생육을 논하

고 미생물의 대사, 구체적인 응용을 위한 기본적인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472 식품가공학(1) (Food Processing(1))

농수산물의 식품가공에 대한 생화학, 미생물학 및 

공학적인 기초지식에 대한 이론과 곡물, 서류 및 두류

가공에 관한 응용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18474 식품미생물학(2) (Food Microbiology (2)) 

식품의 가공과 제조에 관계되는 미생물, 저장중에 

식품을 변질하게 하는 미생물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미

생물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476 식품가공학(2) (Food Processing(2))

과실 및 채소류의 가공공정과 원료의 처리법, 제조

과정에 수반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493 식품재료학 (Food Raw Material)

식품으로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식품원료로써

의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원료의 분포및 생산

을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118494 식품화학(1) (Food Chemistry(1))

식품의 기본성분(수분,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과 가공 및 저장중 이들 성분의변화

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495 식품화학(2) (Food Chemistry(2))

 식품의 특수성분(색깔, 냄새, 맛, 첨가물 등)에 대



한 화학과 가공 및 저장중 이들 성분의 변화에 관한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18497  식육과학 
 (Meat Science and Technology)

적육 가금육, 란 등 축산식품의 성상과 이의 가공원

리 및 방법과 가공제품의 특성에 관한 이론을 익힌다.

118498 식품위생및법규 (Food Hyiene Law)

식품위생에 관련된 제반사항 및 법규를 숙지하고 이

해하도록 한다.  

118507 원서강독 (Food Science Reading)

최근 식품학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학전

문서적을 선정하여 강독케하고 각 용어와 이에 관련된 

내용을 해독하고 기법과 해석능력을 해독하고기법과 

해석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18992  농업교육개론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Education)

중등학교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

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농업교사로서

의 안목을 기르는데 있다.

118993  농업(식품가공)교육논리및논술 
 (Logic and Statement in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 교육 시 논리 정립 및 논술법 교육을 효율적으

로 교육하는 방법과 체계화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18994  농업(식품가공)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Guidance in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 교육 시행 시 필요한 교재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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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정밀화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507 생물학(1) 2 2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소                   계 19 18 4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508 생물학(2) 2 2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소                   계 19 17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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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25012 물리화학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필수 125205 유기화학(1)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25016 화학과생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017 물리화학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211 바이오분석화학(1)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25213 바이오분석화학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05 유기화학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10 화공양론(1) 3 3 0 교직

소                   계 21 16 12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25018 나노화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5206 유기화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5212 바이오분석화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019 나노화학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214 바이오분석화학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04 유기화학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43 공업화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0 14 12

3 1

전공필수 125301 무기화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5308 지구환경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5349 바이오기기분석개론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015 정밀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07 무기화학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12 공정제어 3 3 0 교직

전공선택 125341 생화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91 현장실습 2 0 0

전공선택 125500 화공열역학 3 3 0

전공선택 161001 공업교육론 3 3 0 교직

소                   계 28 23 6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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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25302 무기화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5463 고분자화학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25029 생체인식전기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06 무기화학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09 지구환경화학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348 생화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54 향료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1002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3 0 교직

소                   계 22 18 8

4

1

전공선택 125013 바이오에너지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021 생물리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022 고분자나노재료화학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25313 반응공학(1) 3 3 0 교직

전공선택 125461 화학물질평가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67 계면화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69 졸업논문 2 2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25470 화장품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501 생명공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1003 공업교과교수법 3 3 0 교직

소                   계 27 26 2

2

전공선택 125023 단백질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66 도료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68 생무기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78 청정생산기술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479 화장품학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5502 분자세포생물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7 15 4

합                   계 173 14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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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과  (주간)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 교과목 개요

125012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분자를 기본 구성단위로 하여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

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물리·화학적원리

를 습득하고, 모든 화학적 지식의 토대가 되는체계적

인 개념 정립를 위한 논리적인 사고를 습득하도록 고

안되었다. 물질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즉 실험

(Experiment)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적 지식의 축

적과 그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거쳐

서 성립되는 일반적인 이론(Theory)의 체계화가 물리

화학의 연구 방식이다. 본 강좌에서는 물리화학의 원

리와 개념, 그리고 방법론 등을 기본적인수준에서 이

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분자계와 현상 들

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생명과학, 나노과학, 그리고분자공학 등 첨단 

연구 분야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기술을 제공하여 창의

적인 사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도록 한다. 기체의 성질,열역학에 대한 원리와 용

액, 전기화학 등 화학과 관련있는 분야에 대한 법칙 및 

원리 등을 물리화학적으로 체계화하여 기본원리를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125018  나노화학개론 
 (Concepts of Nanochemistry)

본 과목은 원자나 분자를 기본 구성 단위로 하는 물

질이 나노크기로 되었을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개념적

인 측면에서 공부하고, 양자역학 측면에서 나노 입자

들의 물리화학적 현상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들 나노 

입자들이 실생활에 응용되고 있는 실례를 통하여 이들

을 이해하고 새로운 응요 분야에 대하여 알아본다.

125205 유기화학(1) (Organic Chemistry(1))

기초유기화학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주로 전자구조와 

화학결합, 유기반응의 개요, 알칸과 그 반응, 입체화

학, 친핵치환 및 제거반응, 알코올과 에테르, 알켄,알

킨, 알데히드와 케톤, 핵자기 공명 등을 배운다.

125206 유기화학(2) (Organic Chemistry(2))

유기합성법, 유기금속화합물, 카르복실산과 그 유도

체, 벤젠과 방향족화합물, 친전자성 치환반응, 아민, 

적외선분광법 등을 배운다.

125212  바이오분석화학(2) (Bioanalytical  

 Chemistry(2))

정량분석의 기본적인 원리의 중량분석화학의 이론 

및 실습, 용량분석화학에 중화적정법, 침전 및 착화합

물 적정법, 킬레이트 적정법 그리고 산화환원적정법의 

이론과 각종 단백질의 분석에 대한 실험을 숙지시킨다.

125301 무기화학(1) (Inorganic Chemistry (1))

원자 및 분자 구조와 성질을 이해한후 무기물질의성질

과 구조간의 관계를 밝혀 무기물질의 변화를 체계화 한다.

125302 무기화학(2) (Inorganic Chemistry(2))

분자구조에 대한 현대적이론과 착화합물에 대한기초

적인 개념을 다룬다.

125308  지구환경화학 (Geosysem &  

 Environmental Chemistry)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파괴 등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

는 지구환경과 대기, 수질, 폐기물 문제 등 생활환경

에 대하여 발생원인,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 그리고이

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관한 환경 화학적지식

의 이해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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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49  바이오기기분석개론 (Introduction of 
Bioinstrumental Chemistry) 

기기에 의한 분석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통해흡

수분광분석법, 발광분광분석법, 불꽃분광법, 형광분

석법, 전위차분석법, 질량분석법 및 기체크로마토그래

피 등을 사용한 DNA, 단백질 등 생체물질분석을 다룬다.

125463 고분자화학 (Polymer Chemistry)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인 고분자화학의 기초를확립

하고 중합체의 분자량, 분포, 중합방법 반응기구및 비

닐 중합체의 특성, 용도에 대한 개념, 공업용 플라스틱

의 응용 등을 학습한다.

125013  바이오에너지화학 
 (Bio-energy chemical)

화석연료에 대처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반에걸

친 기초기술 수준의 습득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

올,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125015 정밀화학 (Fine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반응 및 합성방법 등을 기초로 하여다

양한 정밀화학제품들과 첨가제 및 기능성 유기소재 등

에 대한 특성과 제법 및 그 응용에 관해 다룬다.

125016 화학과생활 (Chemistry and Life)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화학적 지식을 요구하고있

다. 본 강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하고 있는여

러 예들을 통하여 화학이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관련

이 있는 중심적 학문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화학의 

가장 필수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125017  물리화학실험 (Experiments in 
Physical Chemistry)

본 실험은 이론에서 배운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관계

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험으로 부터 관찰한 결

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한후 정량화 할수 있는 방법을 공

부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분석 장

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125019  나노화학실험  
 (Experiments in Nanochemistry)

본 실험은 이론으로 배운 나노 화학의 개념과 나노 

입자들로 부터 예상되는 현상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고 이해함으로써 나노화학이 실생활에 응용 될수 있

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나노 입자를 분석할수 있

는 방법을 배운다.

125021 생물리화학 (Biophysical Chemistry)

본 강좌는 물리화학에서 배운 이론을 생체에서 일어

나는 여러 물리화학적 변화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

며,이를 통하여 생체 내에서 생기는 여러 물리화학적 

현상을 열역학적 에너지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할수 

있는 방법을 공부한다. 

125022  고분자나노재료화학 (Polymer and  
 Nano Materials Chemistry)

고분자화학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좀더 친숙하고 세

부적인 생활속의 고분자에 대해 기본 사항을 강의하

고, 나노재료, 생물재료, 전자재료로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고분자에 대해 실례들을 알아보고 기본 지식을 익

혀 졸업 후 고분자 연구와 관련 산업체에 흥미를 갖도

록 한다.

125023  단백질 (Protein; Structure &  
 Molecular properties)

본 과목은 펩타이드를 포함한 고분자 단백질을 분석

하는 방법,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구조를 해결하는 여

러가지 생물리화학적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상관 관계를 공부하고, 나아

가 질병을 야기하는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와 이들 영구

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분석 방법에 대하여 공부 한다.

125029  생체인식전기화학 
 (Electrochemical Bioassay)

기초과학의 중심인 인식(assay) 분야중 인간의 오

감분석, 생명신호, 진단제어, 인간과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의 연결 등 인간을 위한 신체 신호제어 기술의 

습득, 연구, 개발, 응용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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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11  바이오분석화학(1) 
 (Bioanalytical Chemistry(1))

분석화학 중에서 기초적인 이론으로 용액, 전이와

이온평형, 움 분석, 염의 가수분해, 용해도곱, 산화환

원, 착화합물 및 양성화합물 그리고 정성분석 실험실

습을 주로 숙지한다.

125213  바이오분석화학실험(1)  
 (Bioexperimental Analytical  
 Chemistry(1)) 

각종 양이온 및 음이온의 분석원리 및 방법과 시료

물질의 순도 또는 그 구성 성분의 양적관계를 분석법을 

통해 습득시킨다.

125214  바이오분석화학실험(2)  
 (Bioexperimental Analytical  
 Chemistry(2))

분석화학실험I을 기초로 분석기술의 향상 및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125304  유기화학실험(2) (Organic Chemistry  
 Laboratory(2))

유기화학분야에서 사용되는 과학적인 실험방법의지

도와 가장 일반적인 유기물질을 합성하게 하고 특유한 

물질에 대한 취급법을 체험케 한다.

125305  유기화학실험(1) (Organic Chemistry  
 Laboratory(1))

유기화학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본사항을 익히

고 유기실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익힌다.

125306  무기화학실험(2) (Inorganic  
 Chemistry Laboratory(2))

무기화학I과 관련된 실험들과 무기물질들의 합성등 

응용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5307  무기화학실험(1) (Inorganic  
 Chemistry Laboratory(1))

무기물질의 기본적인 정제, 착물제조와 이성질체의 

확인 등을 실험한다.

125309  지구환경화학실험 (Geosystem &  
 Environmental Chemistry)

중금속, 유기물 기타 유해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 환

경오염물질들에 대하여 공정시험법에 준한 측정 분석

방법을 배우며, 측정 및 분석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정도관리기법(QA/QC)에 관하여도 배운다.

125310  화공양론(1) (Principles of Chemical  
 Engineering Calculation(1))

기본량과 유도량의 개념과 단위환산 능력을 습득시

키고, 물리량의 상관관계의 표현법, 물질 및 에너지 수

지계산을 위한 기본법칙을 이해 한 후 공정계산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25312 공정제어 (Process Control)

화학공정의 해석과 제어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이론

과 응용을 강의한다.

125313  반응공학(1)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1))

반응공학의 개념과 공업용반응기의 설계 및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반응속도에 관한 온도,압

력, 농도의 효과에 대하여 공부하고 회분식, 연속식 반

응기의 설계, 등온 및 비등온 반응기의 설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125341 생화학(1) (Biochemistry(1))

생체고분자 효소반응의 특성, 생체에너지론, 중간대

사의 기초개념 및 개요, 화학작용과 생합성을 다룬다.

125343  공업화학개론 (Introduction to  
 Industrial Chemistry)

무기화학을 배우고 무기공업화학의 기초과정위에제

조공정, 품질관리 및 용도 등을 습득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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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48 생화학(2) (Biochemistry(2))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구조와 화학반응및 

대사, 합성관계를 다룬다.

125454 향료학 (Perfumes)

향료의 역사, 종류, 화학구조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향료의 추출과정과 화장품, 식품 등에의 응용 및조합

향수제조 그리고 아로마테라피에 대하여 학습한다.

125461 화학물질평가 (Chemical Assessment)

화학제품 또는 폐기되는 물질에 함유된 각종 유해화

학물질에 대하여 그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들 물질에 대

한 검출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125466 도료학 (Paint)

도료의 원료인 유지, 수지, 안료, 염료와 용제류의

배합 기술을 익히고 첨가제, 도료검사 및 시험 방법과 

취급상의 문제점 등을 익히고 도료배합의 예를 들면서 

재료의 특성에 맞는 도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125467 계면화학 (Surface Chemistry)

표면장력, 고체표면의 적심, 흡착이론, 흡착속도론, 

불용성 박막계면 전기형상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125468  생무기화학 (Bioinorganic Chemistry)

생체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중에서 활설자리에금속

이온을 가지는 금속단백질(metalloprotein)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하여 강의하며 활성자리에 초대되는 금속

이온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고 금속이

온을 포함하는 착물의 구조와 성질에 대하여 강의한다.

125469 졸업논문 (Research for Graduation)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학생자신이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자료조사

를 바탕으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5470 화장품화학 (Cosmetic Chemistry)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화장품원료개발의 현황과전망

을 살펴보고, 피부노화, 멜라닌 생성제어, 보습 메카

니즘, 육모 메카니즘, 생약성분의 응용에 대하여강의

하고, 노화연구의 일환으로 활성산소 소거, 멜라닌 생

성억제, 피부보습실험 및 화장품원료 규격실험등을 행

한다.

125478  청정생산기술개론 (Case Study on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화학관련 산업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 폐기물의

감량화 또는 재활용기술, 생산제품의 저오염화를 위한 

원료 및 부원료의 새로운 제품으로의 재활용 기술등 청

정생산을 위한 선진기술을 국내 산업과 연관하여 그 적

용기술을 학습한다.

125479  화장품학실험 (Experiment of  
 Cosmetic Science)

화장품과 피부, 모발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 화장품

의 물리화학을 학습하고 화장품 원료기준 실험, 화장

수, 에센스, 로션, 크림 등의 기초화장품제조 및 네일

라카,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의 메이크업 화장품제조 

실험을 행한다.

125491 현장실습 (Field traning)

정밀화학 분야의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관련된단

위공정 등의 현장응용과 현장적용의 기회를 살려산학

연계교육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125500  화공열역학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열역학 제1법칙을 비흐름 및 정상흐름 과정에 적용

한다. 유체의 압력-부피-온도 관계와 열역학 제1법칙

의 기본개념과 열역학 특성치 관계를 공학적인 면에서 

응용 및 적용한다.

125501 생명공학 (Biotechnology)

유전 공학 및 생명공학의 역사와 생명의 탄생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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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이용한 여러 응용분야에 대해 배우고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생명공학의 여러 분야들을 소개한다.

125502  분자세포생물학 
 (Moelcular Cell Biology)

고등 생물의 기본 구조인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일어

나는 단백질의 이동, 세포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 및 

세포 주기에 관련된 기작에 대해 강의한다.

161001  공업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Industrial Subject)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 구성, 교수-학습

방법, 강의계획서, 교과목의 특성, 평가방법 등을 효

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

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161002  공업교과논리및논술 (Introduction to  
 logic and essays for Industrial  
 Curriculum)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내용 논리 및 논술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161003  공업교과교수법 (Introduction to  
 Teaching Methods for Industral  
 Curriculum)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교과의 교수법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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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정밀화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선택 225015 정밀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07 무기화학실험(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08 지구환경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41 생화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49 바이오기기분석개론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71 무기화학기초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91 현장실습 2 0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4 6

2

전공선택 225014 약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06 무기화학실험(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09 지구환경화학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48 생화학(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350 바이오기기분석응용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54 향료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73 무기화학응용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4 10

4

1

전공선택 225013 바이오에너지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43 유기합성(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53 산학협동연구세미나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61 화학물질평가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63 고분자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67 계면화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69 졸업논문 2 2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25470 화장품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1 20 2

2

전공선택 225442 유기합성(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52 특수연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64 피부과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66 도료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68 생무기화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78 청정생산기술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5479 화장품학실험 2 0 4 복수(부)전공

소                   계 20 18 4

합                   계 79 6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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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과  (야간)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 교과목 개요

225013  바이오에너지화학 
 (Bio-energy chemical)

화석연료에 대처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반에걸

친 기초기술 수준의 습득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

올,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225014  약학개론 
 (Introduction to Pharmacy) 

본 과목은 화학자로써 알아야 할 약과 약학에 대한기

본적인 지식을 소개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학생들

은 본 교과목으로부터 약이란 무엇이며, 약학이란 어

떠한 학문인가· 질병과는 약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분야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가· 약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평가되며,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나· 

약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가·등에 대한 기본 

적인 질문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며, 학생들이 미

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을줄 것이다.

225015 정밀화학 (Fine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반응 및 합성방법 등을 기초로 하여다

양한 정밀화학제품들과 첨가제 및 기능성 유기소재 등

에 대한 특성과 제법 및 그 응용에 관해 다룬다.

225306  무기화학실험(2) (Experimental  
 Inorganic Chemistry(2))

무기화학I과 관련된 실험들과 무기물질들의 합성등 

응용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25307  무기화학실험(1) (Experimental  
 Inorganic Chemistry(1))

무기물질의 기본적인 정제, 착물제조와 이성질체의 

확인 등을 실험한다.

225308  지구환경화학 (Geosysem &  
 Environmental Chemistry)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파괴 등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

는 지구환경과 대기, 수질, 폐기물 문제 등 생활환경

에 대하여 발생원인,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 그리고이

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관한 환경 화학적지식

의 이해를 배운다.

225309  지구환경화학실험 (Geosystem &  
 Environmental Chemistry)

중금속, 유기물 기타 유해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 환

경오염물질들에 대하여 공정시험법에 준한 측정 분석

방법을 배우며, 측정 및 분석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정도관리기법(QA/QC)에 관하여도 배운다.

225341 생화학(1) (Biochemistry(1))

생체고분자 효소반응의 특성, 생체에너지론, 중간대

사의 기초개념 및 개요, 화학작용과 생합성을 다룬다.

225348 생화학(2) (Biochemistry(2))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구조와 화학반응및 

대사, 합성관계를 다룬다.

225349  바이오기기분석개론 (Introduction of  
 Bioinstrumental Chemistry) 

기기에 의한 분석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통해 흡

수분광분석법, 발광분광분석법, 불꽃분광법, 형광분

석법, 전위차분석법, 질량분석법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사용한 DNA, 단백질 등 생체물질분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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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50  바이오기기분석응용 (Application of  
 Bioinstrumental Chemistry)

기기에 의한 광분석, 전자기분석, 질량분석 등의이

론과 응용방법을 습득한다.

225442 유기합성(2) (Organic Synthesis(2))

환원(촉매수소화반응, 금속수소화물에 의한 환

원,DISSOVING METAL REACTION, 산화

반응 및 ORGANIC METALLIC REAGENT의 

MECHANISM등을 다룬다.

225443 유기합성(1) (Organic Synthesis(1))

FUNCTIONALIZATION 및 작용기의 상호변화

을 다루며 탄소-탄소결합형성을 주축으로 다룬다. 개

환반응(또는 RING CLOSURE)의 MECHANISM

등을 다룬다.

225452 특수연구 (Special Study)

졸업반 학생의 과목으로서 지도교수 지도에 따라개

별적으로 특수실험, 또는 특수연구를 수행한다.

225453  산학협동연구세미나 (Industrial &  
 University Cooperation)

산업현장의 다양한 연구 응용 분야를 풍부한 경험의 

현장 실무자를 통해 비교 토론하는데 목적을 둔다.

225454 향료학 (Perfumes)

향료의 역사, 종류, 화학구조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향료의 추출과정과 화장품, 식품 등에의 응용 및조합

향수제조 그리고 아로마테라피에 대하여 학습한다.

225461 화학물질평가 (Chemical Assessment)

화학제품 또는 폐기되는 물질에 함유된 각종 유해화

학물질에 대하여 그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들 물질에 대

한 검출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225463 고분자화학 (Polymer Chemistry)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인 고분자화학의 기초를확립

하고 중합체의 분자량, 분포, 중합방법 반응기구및 비

닐 중합체의 특성, 용도에 대한 개념, 공업용 플라스틱

의 응용 등을 학습한다.

225464 피부과학 (Skin Science)

피부구조, 모발과 손톱, 피부의 기능과 생리작용,피

부의 색, 피부와 자외선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피부와 

화장품, 피부관리 및 미용 등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225466 도료학 (Paint)

도료의 원료인 유지, 수지, 안료, 염료와 용제류의

배합 기술을 익히고 첨가제, 도료검사 및 시험 방법과 

취급상의 문제점 등을 익히고 도료배합의 예를 들면서 

재료의 특성에 맞는 도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225467 계면화학 (Surface Chemistry)

표면장력, 고체표면의 적심, 흡착이론, 흡착속도론, 

불용성 박막계면 전기형상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225468 생무기화학 (Bioinorganic Chemistry)

생체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중에서 활설자리에금속

이온을 가지는 금속단백질(metalloprotein)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하여 강의하며 활성자리에 초대되는 금속

이온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고 금속이

온을 포함하는 착물의 구조와 성질에 대하여 강의한다.

225469 졸업논문 (Research for Graduation)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학생자신이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자료조사

를 바탕으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25470 화장품화학 (Cosmetic Chemistry)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화장품원료개발의 현황과전망

을 살펴보고, 피부노화, 멜라닌 생성제어, 보습메카니

즘, 육모 메카니즘, 생약성분의 응용에 대하여강의하

고, 노화연구의 일환으로 활성산소 소거, 멜라닌 생성

억제, 피부보습실험 및 화장품원료 규격실험등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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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71  무기화학기초 
 (Basic of Inorganic Chemistry)

원자 및 분자 구조와 성질을 이해한 후 무기물질의 

성질과 구조간의 관계를 밝혀 무기물질의 변화를 체계

화 한다.

225473  무기화학응용 (Application of  
 Inorganic Chemistry)

분자구조에 대한 현대적 이론과 착화합물에 대한 기

초적인 개념을 다룬다.

225478  청정생산기술개론 (Case Study on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화학관련 산업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 폐기물의

감량화 또는 재활용기술, 생산제품의 저오염화를 위한 

원료 및 부원료의 새로운 제품으로의 재활용 기술 등 

청정생산을 위한 선진기술을 국내 산업과 연관하여 그 

적용기술을 학습한다.

225479  화장품학실험 (Experiment of  
 Cosmetic Science)

화장품과 피부, 모발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 화장품

의 물리화학을 학습하고 화장품 원료기준 실험, 화장

수, 에센스, 로션, 크림 등의 기초화장품제조 및 네일

라카,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의 메이크업 화장품제조 

실험을 행한다.

225491 현장실습 (Field Training)

정밀화학 분야의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관련된단

위공정 등의 현장응용과 현장적용의 기회를 살려산학

연계교육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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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스포츠과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30255 스포츠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106 태권도(1) 2 1 2

전공선택 130111 스포츠와철학 2 2 0 복수(부)전공 영어강의

전공선택 130113 인체기능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54 런닝과건강 2 1 2

소                   계 18 17 4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130108 에어로빅스 2 1 2

전공선택 130109 스포츠와문화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07 태권도(2) 2 1 2

전공선택 130256 윈드써핑 2 0 4

소                   계 18 13 1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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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30251 스포츠생체역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115 스포츠코칭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04 운동생리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47 골프(1) 2 1 2

전공선택 130252 농구 2 1 2

전공선택 130253 테이핑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358 스포츠와대중매체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479 수영(1) 2 1 2

소                   계 19 14 12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30341 레크리에이션 2 1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30362 건강운동심리학 2 1 2 복수(부)전공 영어강의

전공필수 130444 운동처방론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110 스포츠와역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48 골프(2) 2 1 2

전공선택 130250 테니스(1) 2 1 2

전공선택 130258 요가 2 1 2

전공선택 130303 체육측정평가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489 운동영양학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13 14

3 1

전공필수 130102 스포츠심리학 2 1 2 복수(부)전공 영어강의

전공필수 130465 스포츠마케팅 2 2 0 복수(부)전공 영어강의

전공필수 130500 운동처방실습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59 스노우보드 2 0 4

전공선택 130343 스포츠마사지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351 배드민턴 2 1 2

전공선택 130355 운동통계학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357 응급처치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361 테니스(2) 2 1 2

전공선택 130998 타대학이수과목(1) 1 3 0

일반선택 500514 타대학이수과목(2) 4 4 0

소                   계 24 18 16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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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30301 스포츠사회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30354 운동역학분석 2 1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30501 건강운동심리실습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112 스포츠재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60 인나인스케이트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61 수상스키 2 0 4

전공선택 130356 축구 2 1 2

전공선택 130502 스포츠IT정보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503 운동심리상담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13 12

4

1

전공선택 130262 스포츠지도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63 스키 2 0 4

전공선택 130460 특수체육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474 빙상 2 1 2

전공선택 130476 유아체육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483 스포츠과학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487 스킨스쿠바 3 2 2

소                   계 17 12 10

2

전공선택 130117 스포츠소비자행동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118 스포츠외교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119 스포츠산업경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121 스포츠행정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264 스포츠연구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30350 스포츠경영론 3 3 0 복수(부)전공 영어강의

전공선택 130475 스포츠댄스 2 1 2

전공선택 130492 스포츠인류학 2 2 0

소                   계 21 20 2

합                   계 156 1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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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과  (주간)

(Department of Sports Sciences)

◈ 교과목 개요

100500 컴퓨터 (Computer)

컴퓨터의구조및동작에대한 전반적인이해를돕고컴퓨

터시스템의입출력원리구성원리동가원리연구학습한다.

130102 스포츠심리학 (Psychology of sports)

스포츠 및 각종 운동경기의 수행과 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심리적 요인과 그 작용 기제에 관한 이론적, 경험

적 연구 결과 및 연구기법을 습득한다.

130106 태권도(1) (TAEKWONDO(Ⅰ))

태권도에 대한 기술과 경기운영, 이론과 지도법 등

을 이해하고 기본자세를 익힌다.

130108 에어로빅스 (AEROBICS)

에어로빅의 특성과 실시방법 및 효과를 이해하고 이

를 실천할 수 있는 각종기능을 익힌다.

130109 스포츠와문화 (Sports and Culture)

체육 및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신체문화와 연관된 

제반의 사회현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하

고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태도 및 역량의 형성

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동·서양 신체문화에 관한 통시적이고 거시적

인 고찰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나는 체육 및 스포츠 실

천과 관련된 가치와 윤리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30110 스포츠와역사 (Sport History)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의 체육의 역사를 시대별

로 소개하고, 각 시대와 문화에 따른 체육의 발전모습

을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체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

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래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갖도록 한다. 또한 동서양의 체육의 발전과정

을 비교하여 체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130111 스포츠와철학 (Sport Philosophy)

체육 및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신체문화와 연관된 

제반의 사회현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하

고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태도 및 역량의 형성

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동·서양 신체문화에 관한 통시적이고 거시적

인 고찰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나는 체육 및 스포츠 실

천과 관련된 가치와 윤리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30112 스포츠재활 (Sport Rehadilitation)

의학적측면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인체의 효과를 분

석,관찰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선수들에게 도움

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스포츠의학 분야는 방대

하여 전문화된 지식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본 교과목

에서는 스포츠의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적용분야는 신

체 내적구조(해부학)과 기능(생물학)으로 구분한다. 또

한 질병에 대한 운동의 효과와 스포츠 상황에서의 상해

와 장애에 대해 학습한다

130113 인체기능학 (Kinesiolgy)

운동 검사의 수행을 위해 운동 검사의 일반적 원리와 

운동 검사 방법 및 절차, 운동 검사 시 유의사항 등 운

동 처방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130115  스포츠코칭론 
 (Sport Coaching Theory)

실제의 경기 운영 및 지도를 운영할 수 있기 위하여 

그에 수반되는 각종 제반 이론을 연구하여 경기를 능률

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자질을 키우며,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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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30117  스포츠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in Sport Industry)

스포츠 소비자 행동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비

자 행동 분석에 있어서 행동과학의 유용성과 소비자 행

도의 제기법을 소개한다.

130118  스포츠외교론 
 (Foreign Policies in Sports)

스포츠를 통한 국가간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 되는 경

향이며 앞으로도 스포츠 외교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현대 외교정책의 

개념, 일반적성향, 기본접근방법 등을 강의한다. 또한 

세계각국의 스포츠 외교 성공사례 및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의 실적을 고찰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발전

방안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30119  스포츠산업경제론 
 (Economics in Sport Industry)

본 교과목의 목표는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역동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

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스

포츠 산업의 시장구조와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부분들

을 다룸과 동시에 수요와 공급, 세입 문제, 재정적 분

석, 스포츠경제학의 윤리 등도 다룬다. 

130121  스포츠행정관리 (Topics i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Sports)

스포츠 상황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정보와 운영방법을 터득케하고 2000년을 향한 

스포츠와 레저의 추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세

워본다. 

130204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운동 또는 장기간에 걸친 규칙적인 운동의 실시에 따

른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인체의 반응, 변화, 적응 현상

을 학습한다.

130207 태권도(2) (TAEKWONDO(Ⅱ))

태권도에 대한 기술과 경기운영, 이론과 지도법 등

을 이해하고 기본자세를 익힌다.

130247  골프(1) (GOLF(Ⅰ))

골프의 특성과 실기방법 및 효과를 이해하고, 기본

기능과 응용 기능 및 게임기능을 익힌다.

130248 골프(2) (GOLF(Ⅱ))

골프의 게임기능과 실기방법을 통하여 지도능력을 

기른다.

130250 테니스(1) (TENNIS(Ⅰ))

테니스의 특성과 실시방법 및 효과를 이해하고 기본

기능 및 게임 등의 기능을 익힌다.

130251 스포츠생체역학 (BIOMECHANICS)

스포츠의 현상을 역학적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여 학

습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130252 농구 (BASKETBALL)

농구경기의 연혁과 경기내용을 이해시키고 게임운영

과 팀 전술 및 심판법을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

문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0253 테이핑 (TAPING)

Taping 요법은 피부를 통한 혈류 증가와 근육의 수

축을 도와주는 인체의 반시기전을 이용하는 보조요법

으로 아이스 마사지, 두드림, 피부의 마사지 등의 피부

에 테잎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반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여러 질환의 치유하는 능력을 기른다.

130254 런닝과건강 (Running and Health)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트랙과 필드운동을 중심

으로 과학적인 이론과 트레이닝 방법을 숙지하고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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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달리기를 통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

130255 스포츠개론 (Principle of Sports)

스포츠의 개념 및 목표,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학습

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130256 윈드서핑 (Wind-Surfing)

윈드서핑에 대한 기초이론과 규칙을 이해하고 실습

을 통해 기능을 익히며 경기지도능력을 향상시킨다.

130258 요가 (Yoga)

요가의 올바른 운동 방법과 유연한 움직임을 익히고 

매주 실시하는 운동으로 변화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체험한다.

130259 스노우보드 (Snow-Board)

스노우보드에 대한 기초이론과 규칙을 이해하고 실

습을 통해 기능을 익히며 경기지도능력을 향상시킨다.

130260 인나인스케이트 (Inline Skate)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기초이론과 규칙을 이해하

고 실습을 통해 기능을 익히며 경기지도능력을 향상시

킨다.

130261 수상스키 (Water Ski)

수상스키에 대한 기초이론과 규칙을 이해하고 실습

을 통해 기능을 익히며 경기지도능력을 향상시킨다.

130262  스포츠지도론 (Instruction of Sports)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포

츠지도의 목표, 내용, 원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회의

운영과 진행, 카운슬링, 리더쉽의 역할과 유형, 스포츠

행사의 계획, 운영,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130263 스키 (Ski)

스키에 대한 기초이론과 규칙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해 기능을 익히며 경기지도능력을 향상시킨다.

130264  스포츠연구법 
 (Methods of Research in Sports)

게임현상 및 제도화된 게임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제도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한다. 

스포츠의 사회적, 문화적인 역할을 조사, 연구하여 스

포츠의 목표기준설정 및 자료해석, 프로그램 개발방

법, 즉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

습한다. 

130301 스포츠사회학 (Sports Sociology)

스포츠의 현상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여 

그 자료를 학습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130303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신체, 체력, 소질, 기능 등의 형태 및 능력을 검사, 

측정하는 방법과 기초적인 체육통계학을 이해하게 하

여 스포츠의 과학적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

습한다.

130341  레크리에이션  
 (THEORY OF RECREATION)

레크리에이션의 실기기능을 익히고 대상에 따른 효

과적인 지도방법을 배워 지도능력을 기른다.

130343 스포츠마사지 (SPORTS MASSAGE)

체육활동 시 발생되는 근육, 관절의 이상을 맨손으

로 회복시키는 수기조경법을 다룬다.

130350  스포츠경영론 
 (SPORTS MANAGEMENT)

마케팅의 이론적 기틀을 다지고 연구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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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51 배드민턴 (BADMINTON)

기본 기술과 규칙 및 작전 등을 숙달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은 물론 지도능력을 육성한다.

130354  운동역학분석 
 (Analysis of Kinesiology)

생체역학과 인체공학, 해부학을 기초로 하여 각 경

기종목을 선정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안 및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30355 운동통계학 (STATISTICS)

체육학적 통계자료의 작성 및 분석법을 배우며 체육

학적 현상을 수학적 표현에 의하여 파악한다.

130356 축구 (SOCCER)

축구경기 연혁과 기본기술과 경기운영 게임, 룰에 

대한 지도 및 학습법을 이해하여 이론 및 실기기능을 

터득케 하여 기초능역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0357 응급처치 (FIRST-AID TREATMENT)

심장 및 호흡기의 일시적 손상 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심폐 

소생기술을 습득케 한다.

130358  스포츠와대중매체 
 (Sports and Massmedia)

인간성 향상과 풍요한 커뮤니티 공간의 창출에 이바

지하는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관련 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다. 

130361 테니스(2) (TENNIS(Ⅱ))

테니스의 특성과 실시방법 및 효과를 이해하고 기본

기능 및 게임 등의 기능을 익힌다.

130362  건강운동심리학 (Health and Exercise  
 Psychology)

체육과 건강교육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

키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평생체육으

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

을 이해한다.

130444  운동처방론 (PRESCRIPTION OF  
 EXERCISE)

운동처방의 개념, 목표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체력

진단, 운동종목, 근성 등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130460  특수체육 (PHYSICAL EDUCATION  
 FOR HANDICAPPED PERSON)

체육과 건강교육을 통하여 특수아의 신체적 전신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고, 특수아를 위한 실제적인 체육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연구한다. 

130465 스포츠마케팅 (Sports Marketing)

스포츠 경영학과 하위 분야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학문을 연구하여 스포츠 산업을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30474 빙상 (Skating)

빙상에 대한 기초이론과 규칙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

해 기능을 익히며 경기지도 능력을 향상시킨다.

130475 스포츠댄스 (SPORT DANCE)

세계각국의 무용의 특성과 그 실시 방법을 이해하

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힌다.

130476 유아체육 (SPORTS YOUNG CHILD)

유아체육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인 발달

의 모든 면에서 기초를 형성하고, 발달의 방향에 대한 

이론과 과학적 지도방법을 학습한다.

130479 수영 (Swimming)

수영에 대한 기술과 경기운영 이론과 과학적지도법 

등을 이해하고 기본영법을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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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83 스포츠과학 (Sport Science)

스포츠의 현상을 과학적측면에서 조사분석하여 그자

료를 학습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학습

한다.

130487 스킨스쿠바 (SCUBA DIVING)

스킨스쿠바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시방법을 이해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30489 운동영양학 (SPORT NUTRITION)

영양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인체의 대사에 미치는 

운동과 영양과의 관계를 학습한다.

130492  스포츠인류학 
 (THE ANTHROPOLOGY OF SPORT)

이 학문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과

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간의 행동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측면을 취급한다. 인류학의 하위분

야, 즉 내부를 분류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다른 여러 방

법도 쓰이고 있으나, 인류학자 사이에서 가장 자주 쓰

이고 잇는 것은 자연인류학 고고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등의 주요영역으로 나누어 학문을 학습한다.

130500  운동처방실습 
 (Exercise Prescription Practicum)

운동처방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이해시키고 과학적

인신체단련 방법을 익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습득시

킨다.

130501  건강운동심리실습 (Health Exercise  
 Psychology Practicum)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요

의 심리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개인의 긍정적 건강행동 

발전 및 유지와 사회심리학적인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130502 스포츠IT정보 (Sport IT Information)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관련 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다.

130503  운동심리상담 (Exercise Psychology  
 Counselling)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요

의 심리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개인의 긍정적 건강행동 

발전 및 유지와 사회심리학적인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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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안경광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507 생물학(1) 2 2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선택 131206 안경학개론(1) 2 2 0

소                   계 21 20 4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필수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교양선택 100508 생물학(2) 2 2 0 학문기초

전공선택 131208 안경학개론(2) 2 2 0

소                   계 21 19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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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31163 시기해부학 2 2 0

전공필수 131224 기하광학 3 3 0

전공선택 131166 안경조제가공학(1) 2 1 2

전공선택 131169 유기화학(1) 3 3 0

전공선택 131191 생화학(1) 2 2 0

전공선택 131225 기하광학실험 1 0 2

전공선택 131243 보건통계학 2 2 0

전공선택 131244 안광학기기학(1) 3 2 2

전공선택 131500 보건경제학 2 2 0

전공선택 131501 안경디자인실무(2) 2 2 0

소                   계 23 21 6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교양필수 100705 보건학 2 2 0 학문기초

전공필수 131195 콘택트렌즈학(1) 2 2 0

전공선택 131164 생리학 2 2 0

전공선택 131167 안경조제가공학(2) 2 1 2

전공선택 131170 유기화학(2) 3 3 0

전공선택 131192 생화학(2) 2 2 0

전공선택 131226 물리광학 3 3 0

전공선택 131227 물리광학실험 1 0 2

전공선택 131245 안광학기기학(2) 3 2 2

소                   계 22 19 6

3 1

전공필수 131172 안과학(1) 2 2 0

전공필수 131202 안경조제가공학(3) 2 1 2

전공필수 131992 현장실습(1) 3 0 0

전공선택 131125 안경광학(1) 3 2 2

전공선택 131177 현장실습(2) 2 0 0

전공선택 131187 안경재료학(1) 3 2 2

전공선택 131196 콘택트렌즈학(2) 3 2 2

전공선택 131228 타각적굴절검사와임상(1) 2 1 2

전공선택 131301 광학세미나및현장응용(1) 2 0 4

전공선택 131502 코업(1) 6 0 0

전공선택 131503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40 10 14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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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31188 안경재료학(2) 3 2 2

전공필수 131203 안경조제가공학(4) 2 1 2

전공선택 131154 안경광학(2) 3 2 2

전공선택 131165 시기검사교정및실무(1) 3 2 2

전공선택 131173 안과학(2) 2 2 0

전공선택 131178 현장실습심화(1) 2 0 0

전공선택 131179 현장실습심화(2) 2 0 0

전공선택 131229 타각적굴절검사와임상(2) 2 1 2

전공선택 131302 광학세미나및현장응용(2) 2 0 4

전공선택 131504 콘택트렌즈학(3) 3 2 2

전공선택 131505 코업(2) 3 2 2

전공선택 131506 코업프로젝트(2) 6 0 0

소                   계 33 14 18

4

1

전공선택 131175 시기검사교정및실무(2) 3 2 2

전공선택 131180 콘택트렌즈현장응용 2 0 4

전공선택 131223 안경원경영및실무 3 3 0

전공선택 131401 콘택트렌즈물리및처방(1) 2 2 0

전공선택 131403 안경종합실습 2 0 4

전공선택 131404 졸업논문및세미나(1) 4 2 4 졸업관련

전공선택 131440 양안시검사및처방(1) 2 1 2

전공선택 131442 안경처방심화과정(1) 2 2 0

전공선택 131447 약물및처치 3 3 0

전공선택 131507 코업(3) 12 0 0

전공선택 131508 코업프로젝트(3) 6 0 0

소                   계 41 15 16

2

전공선택 131190 의료관계법규 3 3 0

전공선택 131402 콘택트렌즈물리및처방(2) 2 2 0

전공선택 131405 졸업논문및세미나(2) 4 2 4 졸업관련

전공선택 131441 양안시검사및처방(2) 2 1 2

전공선택 131443 안경처방심화과정(2) 2 2 0

전공선택 131509 보건 행정학 12 0 0

전공선택 131510 코업(4) 3 3 0

전공선택 131511 코업프로젝트(4) 6 0 0

소                   계 34 13 6

합                   계 216 13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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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주간)

(Department of Optometry)

◈ 교과목 개요

131163 시기해부학 (Ocular Anatomy) 

눈의 기본 구조와 조직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분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눈의 발달 과정과 굴정이

상화의 원인과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시력질환의 주

요 원인을 파악하여, 환자와의 상담 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131172 안과학(1) (Ophthalmology(1))

눈의 기본 구조와 기능의 완전한 이해와 안질환에 대

하여 집중 교육이 이루어진다.

131188  안경재료학(2) 
 (Optometric Materials(2))

안경렌즈의 착색 및 코팅에 관련된 재료들의 광학

적, 물리적, 화학적 기본특성과 그 실용 방법을 습득하

고, 실험과 실습을 통해 비교 평가하여, 실제 안경조제 

및 가공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새로운 소재 개발의 토

대를 마련한다.

131195  콘택트렌즈학(1) (Contact Lens(1))

콘택트 렌즈의 소재 및 종류를 비롯하여 콘택트 렌즈

의 일반적인 특성을 학습한다.

131202  안경조제가공학(3) (Ophthalmic Lens  
 and Dispensing Optics(3))

자동 옥습기 및 취형기, 축출기 등을 이용하여, 

Glass, CR,Toric, 이중초점, 다중초점 렌즈 등, 렌

즈의 성분 또는 특성에 대한 학습과 안경조제 실습을 

한다.

131203  안경조제가공학(4) (Ophthalmic Lens  
 and Dispensing Optics(4))

수동 옥습기의 사용 방법을 재실습하고, 자동 옥습

기를 이용한 온테, 반무테, 무테가공 및 피팅을 실습한다.

131224 기하광학 (Geometrical Optics)

광의 반사법칙과 굴절법칙을 이해하고, 평면경, 구

면경, 렌즈, 프리즘 등 기본 광학요소들과 이들의 결합

에서의 광선 추적과 결상관계를 학습한다.

131992  현장실습(1) 
 (Professional Internship(1))

안경 조제 및 가동에 대해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현장

에서 종합적으로 재실습하고 고객을 상대로 하는 현장

에서의 실무경험을 얻도록 한다.

131125  안경광학(1) (Ophthalmic Optics(1))

물리광학과 기하광학을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을 안

경렌즈에 적용하여 시력측정 및 시기능의 상태를 검사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의 구조와 사용 

방법을 배운다.

131154  안경광학(2) (Ophthalmic Optics(2))

안경광학 (1)을 바탕으로 안경렌즈의 자기배율과상

대 배율의 측정 부등상시의 처방 검영법, 굴절력계등

의 검사, 이색검사 굴절검사 등을 이해한다.

131164 생리학 (Physiology)

눈의 기본 구조와 조직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 상태

를 구분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눈의 발달 과정과 굴

정이상화의 원인과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시력질

환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환자와의 상담 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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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131165  시기검사교정및실무(1) 
 (Correction of Visual Function)

광학적 시기교정 이론을 학습한 후 안경 도수 검출을 

위한 시기능 검사 항목을 학습한다.

131166  안경조제가공학(1) (Ophthalmic Lens  
 and Dispensing Optics(1))

안경조제가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수동옥습기를 

실습한다.

131167  안경조제가공학(2) (Ophthalmic Lens  
 and Dispensing Optics(2))

안경조제가공학 (1)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

동 옥습기의 사용 방법을 재실습하고, 자동 옥습기를 

이용한 단초점 렌즈 및 온테 안경조제 실습을 병행한다.

131169 유기화학(1) (Organic Chemistry(1))

기초유기화학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주로 전자구조와 

화학결합, 유기반응의 개요, 입체화학 등을 배운다.

131170 유기화학(2) (Organic Chemistry(2))

유기화학(1)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알칸과 그 

반응, 알코올과 에테르, 알켄, 알킨, 알데히드와 케

톤, 핵자기 공명 등을 배운다.

131173 안과학(2) (Ophthalmology(2))

시력증진, 시력보존 등 눈의 건강과 관련된 기초지

식과 진단, 검사, 치료법의 개요를 학습한다.

131175  시기검사교정및실무(2) (Practice of  
 Visual Function Correction(2))

눈과 광학계가 어우러진 합성광학계의 결상에서 망

막상의 상대배율과 자기배율의 개념을 익히고, 난시의 

교정이론 및 약시의 교정이론을 배우며, 안경도수 검

출을 위한 자각적, 타각적, 검사방법의 이론과 실습을 

학습한다.

131177  현장실습(2) 
 (Professional Internship(2))

안경조제 및 가공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실재현장에

서 종합적으로 재실습하고 고객을 상대로 하는 현장에

서의 실무경험을 얻도록 한다.

131178  현장실습심화(1) (Professional  
 Internship, Advanced(1))

현장실습(1,2)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안과 같이 

임상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31179  현장실습심화(2) (Professional  
 Internship, Advanced(2))

현장실습(1,2)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안과 같이 

임상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31180  콘택트렌즈현장응용 
 (Contact Lens Application)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인을 초빙하여 실무에서 콘택

트렌즈 처방이나 이의 평가시 주의할 점에 대해 학습한다. 

131187  안경재료학(1) 
 (Optometric Materials(1))

안경렌즈 및 안경테와 관련된 재료들의 광학적, 물

리적, 화학적 기본 특성과 실용 방법을 습득하고, 실험

과 실습을 통해 비교 평가하여, 실제 안경조제 및 가공

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새로운 소재 개발의 토대를 마

련한다.

131190  의료관계법규 (Medical Satety)

국민의 안보건 향상에 종사하는 안경사 면허 소지자

로서 알아야 할 의료기사법에 대해 그 시행령과 시행규

칙을 조목별로 살펴본다.

131191 생화학(1) (Biochemistry(1))

콘택트렌즈학이나 안과학의 기초가 되는 생체고분자 

효소반응의 특성, 생체에너지론, 화학작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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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92 생화학(2) (Biochemistry(2))

생체 내 고분자물질의 대사, 중간대사의 기초개념 

및 개요, 생합성을 학습한다.

131196 콘택트렌즈학(2) (Contact Lens(2))

콘택트렌즈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력증진을 위한 처방과 이의 평가, 부작용 등에 대해 

학습한다.

131206  안경학개론(1) 
 (Introduction to Optometry(1))

빛의 본질과 기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광학의 전반

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다룬다. 

131208  안경학개론(2) 
 (Introduction to Optometry(2)) 

전공수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안경사면허

시험에해당되는 관련 전공과목들의 기초를 수업한다.

131223  안경원경영및실무 (Professional  
 Practice Manegement)

미래에 학생들이 안경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영지식을 교육한다.

131225  기하광학실험 
 (Geometrical Optics Laboratory)

기하광학에서 배운내용을 기초로 하여 실험을 구현

하고 기하광학이 실제 현상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131226  물리광학 (Physical Optics)

빛의 본질과 기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망원경, 현

미경 등 좀 더 복잡한 광학계를 다룬다.

131227  물리광학실험 
 (Physical Optics Laboratory)

물리광학 과목에서 배운 여러 이론을 실험으로 구현

하여 광학을 실제현상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131228  타각적굴절검사와임상(1) (Clinical 
Refraction, Objective(1))

검영기, 파면수차 분석기 등의 타각적 검안기기의 

원리 및 작동법을 학습한다.

131229  타각적굴절검사와임상(2) (Clinical  
 Refraction, Objective(2))

환자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타각적 검안기기만으

로 눈의 굴절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131243 보건통계학 (Statistics)

통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실험과 설문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실험과 설

문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131244  안광학기기학(1) (Ophthalmic &  
 Optical Instrumentation(1))

시력측정 및 시기능의 상태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장

비들의 구조와 사용 방법을 배우고 실험 실습을 통해 

숙달하게 된다

131245  안광학기기학(2) (Ophthalmic &  
 Optical Instrumentation(2))

시력측정 장비들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실험 실습을 

통해 숙달하게 된다.

131301  광학세미나및현장응용(1) (Seminar in  
 Optometry & its Application(1))

검안과 안경광학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 관련 논문을 통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졸업논문을 준비한다.

131302  광학세미나및현장응용(2) (Seminar in  
 Optometry & its Application(2))

연구동향에 맞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공유함으로

써 졸업논문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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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1  콘택트렌즈물리및처방(1) 
 (Physics of Contact Lens(1))

콘택트렌즈의 재질 및 형상의 특성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콘택트렌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131402  콘택트렌즈물리및처방(2) 
 (Physics of Contact Lens(2))

콘택트렌즈물리(1)의 심화교과목으로 콘택트렌즈의 

재질 및 형상의 특성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콘택트

렌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131403  안경종합실습 (Comprehensive  
 Practice of Optometry)

다양하게 배운 전공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시기능검사와 안경처방이 가능토록 한다.

131404  졸업논문및세미나(1) (Bachelor of  
 Science Thesis(1))

검안 및 안경광학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하

나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자료수집, 실

험연구(설문조사), 통계처리 등의 과정을 통한 논문작

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

하여 4년간 습득한 많은 전공지식을 안경사 직무와 관

련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131405  졸업논문및세미나(2) (Bachelor of  
 Science Thesis(2))

졸업논문및세미나(1)의 완성을 위한 교과목으로 논

문작성과 구두 발표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하여 

4년간 습득한 많은 전공지식을 안경사 직무와 관련하

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131440  양안시검사및처방(1) (Binocular Vision  
 and Prescription(1))

사시, 사위, 입체시 등 양안의 시기능 이상 및 처방

을 이해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기능검사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131441  양안시검사및처방(2) (Binocular Vision  
 and Prescription(2))

양안시검사(1)의 발전된 교과목으로 사시, 사위, 입

체시 등 양안의 시기능 이상 및 처방을 이해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기능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정 이상

안에 대한 시기능훈련과정을 습득한다.

131442  안경처방심화과정(1) (Advanced  
 Ophthalmic Optics &  
 Prescription(1))

안경광학의 학문적 발전이 거듭되는 현실에 맞춰진 

일보한 신지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경사면허시

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31443  안경처방심화과정(2) (Advanced  
 Ophthalmic Optics &  
 Prescription(2))  

종합적인 안경학 지식을 활용하여 안경사면허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31447 약물및처치 (Ocular Pharmacology)

생화학, 생리학 및 관련 의학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약물의 약리적 작용과 그 기전, 부작용 및 독성을 이해

한다.

131500 보건경제학 (Economics)

국민의 안보건 향상에 종사하는 안경사 면허 소지

자로서, 보건 행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경제학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1501  안경디자인실무(2) 
 (Eyewear Design (2))

안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배워 기본적

인 요소에 위배되지 않는 안경디자인의 변형에 대하여  

학습니다. 또한 개인별 얼굴형에 따른 알맞은 안경의 

형태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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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02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31503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쉽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31504 콘택트렌즈학(3) (Contact Lens(3))

실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재료의 특

성, 광학부의 특성과 주변부 커브의 특성을 배워 올바

른 콘택트렌즈 처방을 가능하게끔 하고, 안경처방과 

콘택트렌즈 처방의 차이를 알아본다. 그리고 콘택트렌

즈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배워본다.

131505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31506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쉽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31507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31508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쉽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31509 보건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국민의 안보건 향상에 종사하는 안경사 면허 소지자

로서 보건 행정에 관련학 조진, 운영방안, 현행 제도를 

이해한다. 

131510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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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31511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쉽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조    형    대    학

1. 디자인학과(Department of Design)

2. 도자문화학과(Department of Ceramic Culture Design)

3. 금속공예학과(Department of Metalwork & Jewelry)

4. 조형예술학과(Department of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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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2013 (주간) 교 육 과 정
디자인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74 평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 1 2 그룹3 복수(부)전공 교직전공필수 165011 드로잉(1)-소묘

전공필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전공필수 185160 컴퓨터2D표현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85161 컴퓨터3D표현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01 디자인스케치(1)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21 17 10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78 입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 1 2 그룹5 복수(부)전공 교직전공필수 165014 드로잉(2)-소묘

전공필수 165015 드로잉(2)-렌더링

전공필수 185162 컴퓨터2D표현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85163 컴퓨터3D표현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02 디자인스케치(2)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21 16 1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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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514 디자인마케팅 2 2 0 그룹9

교양필수 100515 문화매니지먼트 2 2 0 그룹9

교양필수 100513 디자인심리 2 2 0 그룹10

교양필수 100758 예술론 2 2 0 그룹10

전공필수 185003 기초ID(1)   
3 2 2 그룹7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85004 기초그래픽디자인 교직

전공필수 185010 디자인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16 사진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05 재료 및 가공 구조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06 인터랙션기초(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07 디자인렌더링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09 내러티브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26 모션그래픽스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64 기초타이포그래피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35 28 16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교양필수 100512 창의적발상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509 미술사 3 3 0 그룹11

교양필수 100511 디자인사 3 3 0 그룹11

전공선택 165017 색채학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85008 타이포그래피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11 기초ID(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13 디자인리서치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14 인터랙션기초(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15 그래픽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85017 재료와표현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21 컴퓨터설계(1)(Pro-E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47 디지털영상표현(1)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38 30 16

3 1

전공필수 185019 ID(1)   
3 2 2 그룹8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필수 185020 편집디자인

전공선택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65018 원서강독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23 인터랙션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24 컴퓨터모델링(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27 아이덴티티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28 광고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30 컴퓨터설계(2)(Pro-E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32 리빙프로덕트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85039 웹인터페이스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85040 일러스트레이션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55 디지털영상표현(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85165 코업(1) 6 0 0

전공선택 185166 코업프로젝트(1) 12 0 0

전공선택 185998 타대학이수과목(1) 2 2 0

일반선택 500514 타대학이수과목(2) 3 3 0

소                   계 58 30 2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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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85029 ID(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31 인터랙션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33 컴퓨터모델링(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36 광고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38 산학영상프로젝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41 아이덴티티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48 웹인터페이스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85049 일러스트레이션스튜디오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85167 서비스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68 리빙스페이스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69 코업(2) 6 0 0

전공선택 185170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85998 타대학이수과목(1) 4 4 0

소                   계 55 27 20

4

1

전공필수 185171 인더스트리얼캡스톤디자인(1) 3 2 2 그룹1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85172 시각캡스톤디자인(1) 3 2 2 그룹1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1 1 0

전공선택 185043 운송기기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85044 공공환경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졸업관련

전공선택 185046 패키지&POP 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85051 현장실습(1)   3 0 0

전공선택 185173 UX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74 전략과기획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75 코업(3) 6 0 0

전공선택 185176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46 18 14

2

전공필수 185177 인더스트리얼캡스톤디자인(2) 3 2 2 그룹1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85178 시각캡스톤디자인(2) 3 2 2 그룹1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053 디자인매니지먼트 3 3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85058 현장실습(2)   3 0 0

전공선택 185179 공공환경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80 UX프로젝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81 정보디자인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85182 코업(4) 6 0 0

전공선택 185183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39 13 10

합                   계 313 17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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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과  (주간)

(Department of Design)

◈ 교과목 개요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Drawing(1)-Art Drawing)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1  드로잉(1)-소묘 (Drawing(1)-Sketch)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Drawing(1)-Detail Drawing)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Drawing(2)-Art Drawing)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65014  드로잉(2)-소묘 (Drawing(2)-Sketch)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65015  드로잉(2)-렌더링  
 (Drawing(2)-Rendering)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85003 기초ID(1) (Basic ID(1))

간단한 도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구체

적인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제품디자인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85004  기초그래픽디자인 
 (Basic Graphic Design)

인쇄 및 전파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커뮤니케이

션의 표현능력 배양. 꾸준한 실습을 통하여 독창적인 

디자이너의 능력을 배양함. 특히 국내외 우수 그래픽

물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185010 디자인론 (Design studies)

전공 개론으로서, 디자인의 학문적 의미와 주요 이

론, 세부 분야 등을 이해하고 전공자로서의 학습 및 연

구를 위한 토대를 갖춘다.

185019 ID(1) (ID(1))

간단한 도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구체

적인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제품디자인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85020 편집디자인 (Editorial Design)

평면디자인에서 갖는 고 단계의 레이아웃 조형감각 

향상과 디자인의 기본 요소의 적용 타이포그라피, 그

래픽이미지작업 등 보다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그래픽 감각을 활성화하며, 출판 기획 및 편집디

자인 실무에 역량껏 활동할 수 있는 편집디자인 균형

감, 텍스트선택 및 조율, 이미지리터칭 능력 과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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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3D 공간감 향상을 통한 실무적 편집디렉터, 편집

디자이너 능력의 역량을 키운다. 편집디자인의 충분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실습과제 해결을 통해 각종 

지면 매체의 기획, 제작, 인쇄표현의 기초적 능력을 배

양한다.

185160  컴퓨터2D표현(1) 
 (Computer 2D representation(1))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디자인의 기획과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영상 콘텐츠를 형식화

하는 것을 습득한다. 

185161  컴퓨터3D표현(1) 
 (Computer 3D representation(1))

컴퓨터 설계 응용프로그램인 rhino를 통한 3D 제

품 설계 능력을 습득한다.

185162  컴퓨터2D표현(2) 
 (Computer 2D representation(2))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디자인의 기획과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영상 콘텐츠를 형식화

하는 것을 습득한다. 

185163  컴퓨터3D표현(2) 
 (Computer 3D representation(2))

컴퓨터 설계 응용프로그램인 rhino를 통한 3D 제

품 설계 능력을 습득한다.

185171  인더스트리얼캡스톤디자인(1) 
 (Industrial Capstone Design(1))

졸업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기업간에 디자인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요소, 기

술과 프로세스, 그리고 디자인 방법론을 응용하여 종

합적인 디자인 개발능력을 기른다.

185172  시각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졸업연구 프로젝트로 디자인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요소, 기술과 프로세스, 디자인 방법론을 응용

하여 종합적인 산업디자인 개발능력을 기른다.

185177  인더스트리얼캡스톤디자인(2) 
 (Industrial Capstone Design(2))

졸업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기업간에 디자인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요소, 기

술과 프로세스, 그리고 디자인 방법론을 응용하여 종

합적인 디자인 개발능력을 기른다.

185178  시각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졸업연구 프로젝트로 디자인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요소, 기술과 프로세스, 디자인 방법론을 응용

하여 종합적인 산업디자인 개발능력을 기른다.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Design·Craft logic & Statement)

디자인·공예에 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고의 

기술과 논리개념, 논리개발과 논술을 통하여 학습자의 

논술력을 배양한다.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Design·Craft 
Teaching Methods)

디자인·공예에 관하여 교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

법과 교재/교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교육내용을 학

습자에게 전달 할 것인가를 주로 배운다.

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Design·Craft)

디자인·공예에 관한 교과의 내용 구성, 강의 계획

서, 교과의 특성, 평가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165016 사진 (Photography)

사진의 기본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촬영

으로부터 현상, 인화에 이르는 기초 사진기법을 학습

함으로써 사진을 매체로 한 다양한 조형작업을 위한 기

술을 습득한다.



-  358  -

165017 색채학 (Theory of Color)

색의 기본원리, 법칙, 관리 등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

여 각종 시각매체에 적응하는 표현 능력의 배양,가능

한 현시적 과제를 부여하고, 특히 오늘날 컴퓨터와의 

색채관계를 부연 강의가 이루어진다.

165018 원서강독 (Textual Exposition(1))

디자인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제

적 규범과 사회를 익혀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하도록 한다.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185001 디자인스케치(1) (Design Sketch(1))

단순 기능의 간단한 도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스케

치, 렌더링, 모델링, 설계제도 등의 평면/입체적 표현

력을 기른다.

185002 디자인스케치(2) (Design Sketch(2))

단순 기능의 간단한 도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스케

치, 렌더링, 모델링, 설계제도 등의 평면/입체적 표현

력을 기른다.

185005  재료 및 가공 구조 (Material and  
 manufacture structure)

제품화에 적용되는 재료에다한 종류별 뮬리, 화학적

인 성질과 용도를 이해하고, 그 가공방법과 공정을 이

해하고 재료를 적절히 구사할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85006  인터랙션기초(1) (Basic Interaction(1))

디자인 및 설계상에 있어서 인간의 특성에 맞는 인간

의 적성, 능력 및 감각입력과 근출력에 대한 특성을 분

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185007 디자인렌더링 (Rendering(1))

디자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 

평면, 입체적 표현력을 기르며 대상의 형태 및 색채, 

구조, 재질 기능 등에 의한 묘사를 다양한 기법으로 습

득시킨다.

185008 타이포그래피 (Typhography)

조형미를 갖춘 문자의 디자인 학습을 통하여 문자체

의 심미성이나 조형성 또는 가독성 등을 습득케 함으

로서 형식미와 함께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문자디자인

을 제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언어의 시각화 및 기계

화에 의한 대량생산 즉, 문자인쇄를 전제로 한 서체의 

표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기계적인 수법에 의한 문자 

조형미에 관한 감각과 함께 제작능력을 배양한다.

185009 내러티브디자인 (Narrative Design)

시각디자인분야에서의비주얼내러티브에관한기본

적 방법론을 익힌다. 상징,시퀀스등시각내러티브의기

본개념을이해하고, 시각디자인적인 표현방식을사용하

여, 다양한 시각적 이야기를 창조하고 발신하는 방법

론과 이야기화법을 익히고 실험한다.

185011 기초ID(2) (Basic ID(2))

간단한 도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구체

적인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제품디자인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85013 디자인리서치 (Design Research)

ID 문제 해결의 도구로써, 논리적이며 창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계획적인 조작으로써 기본이 되는 방법

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하여, 디자인 문제

의 해결력을 기른다.

185014 인터랙션기초(2) (Basic Interaction(2))

디자인 및 설계상에 있어서 인간의 특성에 맞는 인간

의 적성, 능력 및 감각입력과 근출력에 대한 특성을 분

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185015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인쇄 및 전파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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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표현능력 배양.

185017  재료와표현 (Representation  
 Technics of Material)

비주얼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제작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사용법과 표현방법을 연구한다.

185021  컴퓨터설계(1)(Pro-E1) 
 (Computer Drawing(1))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인 Pro-Egineer를 통한 3D 

제품 설계능력을 습득한다.

185023  인터랙션디자인(1) 
 (Interface Design (1))

디자인 및 설계상에 있어서 인간의 특성에 맞는 인간

의 적성, 능력 및 감각입력과 근출력에 대한 특성을 분

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185024  컴퓨터모델링(1) 
 (Computer Modeling (1))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멀티미디어 기술

을 활용한 3차원 공간 모델링과 인터페이스 개발기법

을 훈련한다.

185026 모션그래픽스 (Motion Graphics) 

영상디자인의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활용되는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체계를 파악하는 과목으로

써 텔레비전 타이틀, 뮤직 비디오, 비디오 브레이크, 

다큐멘터리, 교육매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동영상 이미지의 기획과 촬영, 편집 등에 이르는 디지

털 동영상 표현 기법을 습득한다. 

185027  아이덴티티디자인(1) 
 (Identity Design (1))

BI디자인 등을 이수한 학생이 많으므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응용요소는 타 

과목에서 진행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응용요소 전반은 여러 아이템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나

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주지시

킨다.

185028  광고디자인(1) 
 (Advertising Design(1))

광고는 뛰어난 메시지를 쓰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

는 예술이면서 전략적 사고에 근거한 과학이다. 따라

서 광고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달리 커뮤니케

이션을 습득하여 논리적 근거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이

룰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185029  ID(2) (ID(2))

간단한 도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구체

적인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제품디자인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85030  컴퓨터설계(2)(Pro-E2) 
 (Computer Drawing(2))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인 Pro-Egineer를 통한 3D 

제품 설계능력을 습득한다.

185031  인터랙션디자인(2) 
 (Interface Design(2))

디자인 및 설계상에 있어서 인간의 특성에 맞는 인간

의 적성, 능력 및 감각입력과 근출력에 대한 특성을 분

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185032  리빙프로덕트디자인 
 (Living Product Design)

생활공간과 제품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내

외 공간의 생활 및 오피스 제품, 가구, 스트리트 퍼니

쳐, 그리고 창작 컨셉의 제품 등을 다양한 재료, 기법, 

창의적 설계를 통하여 구체화 한다.

185033  컴퓨터모델링(2) 
 (Computer Modeling(2))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멀티미디어 기술

을 활용한 3차원 공간 모델링과 인터페이스 개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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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훈련한다.

185036  광고디자인(2) (Advertising Design(2))

광고는 뛰어난 메시지를 쓰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

는 예술이면서 전략적 사고에 근거한 과학이다. 따라

서 광고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달리 커뮤니케

이션을 습득하여 논리적 근거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이

룰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185038  산학영상프로젝트 (Academy- 
 industrial Motion Project)

매년 새로운 산학협력업체를 지정, 업체가 제시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니즈를 반

영한 홍보영상 제작능력을 학습한다. 산학협력업체와

의 연계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학영상프로젝트 수업

은 실무적용능력을 배양하며, 실무자(연계업체 홍보실 

등)들을 대상으로 한 PT와 아이디어회의, 평가 및 시

상을 통해 실무의 간접경험과 객관적 평가를 경험할 수 

있다.

185039  웹인터페이스디자인(1) 
 (Web Interface Design(1))

날로 급변하는 웹디자인의 트렌드 및 다양한 프로그

래밍 기법 등을 분석한다.

185040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파악 및 시각전달매체로서의 

기능과 형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각종 표현재료와 기법 

및 그에 따른 표현효과를 연구케 함으로서 일러스트레

이션의 창작능력을 배양한다.

185041  아이덴티티디자인(2) 
 (Identity Design(2))

BI디자인 등을 이수한 학생이 많으므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85043  운송기기디자인 
 (Transportation Design)

자동차, 선박, 자전거, 항공기 등 사람의 탈것과 물

건을 운반하는 기기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인간공학, 

인터페이스, 조형형태, 스타일링, 모형제작 등 디자인

의 종합적 능력을 기른다.

185044  공공환경디자인(1) 
 (Public Environment Design(1))

옥내외 공공환경 디자인의 개념, 요소 그리고 디자

인 전개방법을 이해하고, 옥내외 등의 공공환경에 관

련된 디자인 능력을 기른다.

185046  패키지&POP 디자인 
 (Package and POP Design)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마케팅전략과 연관된 패키

지디자인 개발능력을 배양하며 특히 팀워크에 의한 작

업으로 각종 대내외전시회 및 이벤트에 직접 참가함으

로서 보다 사회적응을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185047  디지털영상표현(1) 
 (Digital Motion Expression(1))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상디자인의 기획과 제작에 대

한 특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영상 콘텐츠

를 실제적으로 형식화하는 과정이다. 시각적인 정보 

콘텐츠를 영상적으로 디자인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

여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획을 수행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185048  웹인터페이스디자인(2)  
 (Web Interface Design(2))

날로 급변하는 웹디자인의 트렌드 및 다양한 프로그

래밍 기법 등을 분석,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의 에

디터를 통한 새로운 컨셉의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

185049  일러스트레이션스튜디오 
 (Illustration Studio)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컨셉을 정확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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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시각물 창출에 목적이 있다. 특히 회화의 

표현방법과 디자인의 절제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

롭고 실험적인 접근을 유도함과 동시에 일러스트레이

션 현장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185051 현장실습(1)  Work experience(1))

산학연계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체득하여 장차 산업사회의 유능한 기술인의 자질

을 구비할 교육적 여건을 학생에게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185053  디자인매니지먼트 
 (Design Management)

디자인전략 상품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디자이너

의 역할과 한계 등을 학습하고 종합적으로 국제적인 디

자이너의 전략적 기획력의 배가에 초점을 두어 글로벌 

디자인 경영자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185055  디지털영상표현(2) 
 (Digital Motion Expression(2))

시각적인 정보 콘텐츠를 영상적으로 디자인하여 다

양한 경로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획을 

수행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185058 현장실습(2) (Work experience(2))

산학연계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체득하여 장차 산업사회의 유능한 기술인의 자질

을 구비할 교육적 여건을 학생에게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185164 기초타이포그래피 (Basic typograpy)

타이포그래피의 핵심 재료인 활자에 초점을 맞춰 각

각의 역사적, 기술적 맥락을 습득하고, 마이크로 타이

포그래피 부분인 글자사이, 글줄사이, 글줄 길이 등의 

연습을 통해 활자와 관련한 타이포그래피의 기초 지식

을 습득한다.

185165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5166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5167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디자인 분야에서 구조적, 형태적 조건뿐 아니라, 사

용자 참여 행태 등을 포함한 서비스 환경을 디자인 한다.

185168  리빙스페이스디자인 
 (Living space design)

생활공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내외 공간의 생

활 및 오피스 제품, 가구, 스트리트 퍼니쳐, 그리고 창

작 컨셉의 제품 등을 다양한 재료, 기법, 창의적 설계

를 통하여 구체화 한다.

185169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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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5170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5173 UX디자인 (UX Design)

사람이 사물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데 

있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조직적 상호교감적인 모델

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사용자 중

심 디자인의 원리에 기반하고 인간 상호 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하는 능력을 기른다.

185174 전략과기획 (Strategy and Planning)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원리에 

기반하고 인간 상호 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

인 하는 능력을 기른다

185175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85176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85179  공공환경디자인(2) (Public  
 Environment Design(2))

옥내외 공공환경 디자인의 개념, 요소 그리고 디자

인 전개방법을 이해하고, 옥내외 등의 공공환경에 관

련된 디자인 능력을 기른다.

185180 UX프로젝트 (UX Project)

사용자 경험에서 나온 여러가지의 사례들을 연구하

여 적용해보며, 사람과 사물간의 상호작용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185181 정보디자인 (Information design)

정보화시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해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를 구현하기 위

한 표현방법 및 기술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래픽 정보

의 처리 및 가공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표현방식을 

연구한다. 시각정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및 웹에서의 

시각정보 분석과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하여 정보의 구성

방식과 시각 디자인의 제문제를 다룬다. 디지털미디어

를 디자인에서 발생되는 사각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성

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제 

진행하여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

을 키운다.

185182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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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83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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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시각문화융합디자인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필수 249001 타이포그래피 3 2 2

전공필수 249002 일러스트레이션 3 2 2

전공선택 249003 시각문화디자인론 3 4 0

전공선택 249004 그래픽디자인 3 2 2

전공선택 249005 사진디자인스튜디오 3 2 2

전공선택 249006 디지털디자인(1) 3 2 2

소                   계 18 14 10

2

전공필수 249007 광고디자인(1) 3 2 2

전공필수 249008 에디토리얼디자인 3 2 2

전공선택 249009 BI디자인 3 2 2

전공선택 249010 패키지디자인워크숍 3 2 2

전공선택 249011 웹인터페이스디자인(1) 3 2 2

전공선택 249012 디지털디자인(2) 3 2 2

소                   계 18 12 12

4

1

전공필수 249013 아이덴티티디자인 3 2 2

전공필수 249014 졸업작품연구(1) 3 2 2

전공필수 249017 웹인터페이스디자인(2) 3 2 2

전공선택 249015 문화정보디자인론 3 4 0

전공선택 249016 광고디자인(2) 3 2 2

전공선택 249018 일러스트레이션스튜디오 3 2 2

소                   계 18 14 10

2

전공필수 249019 디자인세미나 3 2 2

전공필수 249020 졸업작품연구(2) 3 2 2

전공필수 249024 퍼블릭디자인 3 2 2

전공선택 249021 이벤트디자인 3 2 2

전공선택 249022 디자인워크숍 3 2 2

전공선택 249023 녹색환경디자인 3 2 2

소                   계 18 12 12

합                   계 72 5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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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문화융합디자인학과  (야간)

(Department of Visual Culture Fusion Design)

◈ 교과목 개요

249001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

조형미를 갖춘 문자의 디자인 학습을 통하여 문자체

의 심미성이나 조형성 또는 가독성 등을 습득케 함으

로서 형식미와 함께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문자디자인

을 제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언어의 시각화 및 기계

화에 의한 대량생산 즉, 문자인쇄를 전제로 한 서체의 

표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기계적인 수법에 의한 문자 

조형미에 관한 감각과 함께 제작능력을 배양한다.

249002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파악 및 시각전달매체로서의 

기능과 형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각종 표현재료와 기법 

및 그에 따른 표현효과를 연구함으로서 일러스트레이

션의 창작능력을 배양한다.

249003  시각문화디자인론 (Theory of Visual  
 Culture Design)

시각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배경과 원리를 학습하여 실제의 디자인과 접목시키는 

연구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시각디자이너로서의 기본적

인 능력을 배양한다.

249004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인쇄 및 전파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커뮤니케이

션의 표현능력 배양, 꾸준한 실습을 통하여 독창적인 

디자이너의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국내외 우수 그래

픽물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49005  사진디자인스튜디오 
 (Photo Design Studio)

사진의 기초 메카니즘과 실습을 통하여 디자인과 작

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실력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

하여 그동안 만들지 못했던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9006 디지털디자인(1) (Digital Design(1))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디지털디자인의 원리 및 개념

을 이해하고 주제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디자

인 창작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들의 그래픽 툴을 이용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표현기법을 

습득한다.

249007 광고디자인(1) (Advertising Design(1))

광고는 뛰어난 메시지를 쓰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

는 예술이면서 전략적 사고에 근거한 과학이다. 따라

서 광고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달리 커뮤니케

이션을 습득하여 논리적 근거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이

룰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249008 에디토리얼디자인 (Editorial Design)

평면디자인에서 갖는 고 단계의 레이아웃 조형감각 

향상과 디자인의 기본 요소의 적용 타이포그래피, 그

래픽이미지작업 등 보다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그래픽 감각을 활성화하며, 출판 기획 및 편집디

자인 실무에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편집디자이너

로서의 능력 및 역량을 키운다.

249009 BI디자인 (BI Design)

상품의 새로운 이미지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의

도적 또는 전략적으로 제작하는 경영 전략으로서의 브

랜드 이미지 동일화(Brand Identity)학습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이너로서의 기본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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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다.

249010  패키지디자인워크숍 
 (Package Design Workshop)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마케팅 전략과 연관된 패키

지디자인 개발능력을 배양하며 특히 팀워크에 의한 작

업으로 각종 대내외전시회 및 이벤트에 직접 참가함으

로서 보다 사회적응을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249011  웹인터페이스디자인(1) 
 (Web Interface Design(1))

날로 급변하는 웹디자인의 트렌드 및 다양한 프로그

래밍 기법 등을 분석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에디터를 통한 새로운 컨셉의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제작능력을 배양한다. 

249012 디지털디자인(2) (Digital Design(2))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디지털디자인의 원리 및 개념

을 이해하고 주제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디자

인 창작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들의 그래픽 툴을 이용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표현기법을 

습득한다.

249013 아이덴티티디자인 (Identity Design)

BI디자인 등을 이수한 학생이 많으므로 더욱 심도있

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응용요소는 타과목

에서 진행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응용

요소 전반은 여러 아이템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나열하

는 것이 아닌 실질적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주지시킨다. 

249014  졸업작품연구(1) (Research for  
 Graduation Project(1))

포트폴리오 제작 및 졸업전시회 준비 등을 통하여 완

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작한다. 자기표현의 Resume 

작성법을 터득하고 자신만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습득

한다.

249015  문화정보디자인론 (Theory of Culture  
 Information Design)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에 대

한 이론을 연구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

기 위한 디자인 콘텐츠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

249016  광고디자인(2) 
 (Advertising Design(2))

광고는 뛰어난 메시지를 쓰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

는 예술이면서 전략적 사고에 근거한 과학이다. 따라

서 광고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달리 커뮤니케

이션을 습득하여 논리적 근거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이

룰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249017  웹인터페이스디자인(2) 
 (Web Interface Design(2))

날로 급변하는 웹디자인의 트렌드 및 다양한 프로그

래밍 기법 등을 분석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에디터를 통한 새로운 컨셉의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

작능력을 배양한다.

249018  일러스트레이션스튜디오 
 (Illustration Studio)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컨셉을 정확히 전달 

할 수 있는 시각물 창출에 목적이 있다. 특히 회화의 

표현방법과 디자인의 절제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

롭고 실험적인 접근을 유도함과 동시에 일러스트레이

션 현장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249019  디자인세미나 (Design Seminar)

시각문화디자인과 문화와 관련된 학계 및 산업체 전

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의 동향과 발전 추이 등에 대해 

토론하여 연구 능력을 함양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

론과 질의를 통하여 트렌드 전반에 대해 적응하는 능력

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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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0  졸업작품연구(2) (Research for  
 Graduation Project(2))

포트폴리오 제작 및 졸업전시회 준비 등을 통하여 완

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작한다. 자기표현의 Resume 작

성법을 터득하고 자신만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습득한다.

249021 이벤트디자인 (Event Design)

각종 지자체 및 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연구 분석하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독창적인 컨셉의 이벤트디자인에 적응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을 함양한다.

249022 디자인워크숍 (Design Workshop)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을 바

탕으로 제작되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밀도 있

는 연구와 실습을 통해 실무와 연결되는 다양한 컨셉의 

아이템들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한다.

249023  녹색환경디자인 
 (Green Environmental Design)

도시공간과 환경조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구환경

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녹색환경에 대해 밀도 있는 연구

를 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친조형적인 디자인의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

249024 퍼블릭디자인 (Public Design)

실외디자인, 옥외 사인물, 환경디자인 등 우리 주위

의 공공 정보전달 목적의 모든 시각물을 대상으로 하

며,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호적인 디자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한 다양한 표현과 실제 제작에 이르

기까지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재료, 사회 문화적 측면까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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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도자문화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74 평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 1 2 그룹4 복수(부)전공 교직전공필수 165011 드로잉(1)-소묘

전공필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전공선택 115062 도예와생활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500 도예기법(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501 컴퓨터제도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0 17 8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78 입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 1 2 그룹4 복수(부)전공 교직전공필수 165014 드로잉(2)-소묘

전공필수 165015 드로잉(2)-렌더링

전공선택 115012 물레성형(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502 컴퓨터그래픽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18 14 8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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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513 디자인심리
2 2 0 그룹5

교양필수 100758 예술론

교양필수 100514 디자인마케팅
2 2 0 그룹6

교양필수 100515 문화매니지먼트

전공선택 115013 물레성형(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051 도자재료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067 Digital Studio(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503 도예기법(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16 사진 2 1 2 복수(부)전공

소                   계 19 15 10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교양필수 100512 창의적발상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509 미술사
3 3 0 그룹5

교양필수 100511 디자인사

전공필수 115038 제형기법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5504 물레성형(3)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5505 도자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068 Digital Studio(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072 이미지와응용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506 도자장식(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17 색채학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7 22 10

3 1

전공선택 115069 Digital Studio(3)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367 공예도자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5370 조형도자(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5507 Ceramic Design Studio(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5508 소성기법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65018 원서강독 2 2 0

전공선택 185998 타대학이수과목(1) 6 6 0

소                   계 26 21 1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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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15368 공예도자(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5371 조형도자(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5509 Ceramic Design Studio(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049 Digital Studio 4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113 지역문화탐방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510 도자장식(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998 타대학이수과목(1) 4 4 0

전공선택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5 19 12

4

1

전공선택 115117 Tea & Ceramic 2 1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5388 문화와메니지먼트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406 공예도자(3)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5408 조형도자(3)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5511 캡스톤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5512 Ceramic Design Studio(3)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5513 현대미술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1 1 0

소                   계 22 17 10

2

전공필수 115514 캡스톤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5121 Table Coordination 2 1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5122 1인창조스튜디오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379 포트폴리오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5409 조형도자(4)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5411 공예도자(4)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5515 Ceramic Design Studio(4)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소                   계 18 12 12

합                   계 175 13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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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문화학과  (주간)

(Department of Ceramic Culture Design)

◈ 교과목 개요

115038  제형기법 
 (Mould Marking For Ceramaics)

도자기의 형태나 재질표현을 위한 중요한 재료로서 

석고의 특성 이해와 석고형 제작기법을 습득케 하여 석

고형을 이용한 도자제품의 제작방법 및 기술의 문제점

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15368  공예도자(2) (Craft in Ceramics(2))

Bowl 및 Pot 제작을 통해 물레성형능력을 숙달시

키고 사이즈의 변화와 기능에 따른 Set제작을 연구한

다. 또한 장식, 초벌, 재벌, 삼벌의 소성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115371 조형도자(2) (Ceramic Sculpture(2))

현대도자조형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하여, 점토의 예술적 표현을 통한 조형능력

을 기른다.

115504  물레성형(3) 
 (Potters wheel Forming(3))

상감, 분청, 인화, 투각등의 한국의 전통도예기법을 

화기제작을 통해 학습하고 전통기법을 응용하여 현대

적 식기에 적용 가능한 기법을 연구한다.  또한 장식, 

초벌, 재벌의 소성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115505  도자사 (History to Ceramic)

한국 및 세계 도예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사회적, 문

화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현대도예의 새로운 방향을 모

색함으로써 정체성 있는 도예문화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한다.

115509  Ceramic Design Studio(2)  
 (Ceramic Design Studio(2))

도자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 기초훈련 및 석고 제작

공정의 실습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도자문화

의 현대적 미감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15514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전공분야에서 이제까지 익힌 지식과 기능을 구체화

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제품제작 및 논문 작성을 통하여 

각자의 이론정립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분석능

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Drawing(1)-Art Drawing)

목탄, 연필, 모필 등의 전통적인 도구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의 폭을 확대, 심

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65011  드로잉(1)-소묘 (Drawing(1)-Sketch)

드로잉의 여러 기법을 터득함으로써, 독창적이며 창

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Drawing(1)-Detail Drawing)

기초 조형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초전공과목으로서 

대상의 관찰을 통한 외형과 구조, 표현구도, 구성의 원

리, 색채 표현을 통한 시각적 효과 방법들을 학습한다.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Drawing(2)-Art Drawing)

드로잉을 회화의 기초나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장르로 격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매체의 개발과 

다양한 표현에 대해 실험함은 물론 창의적 발상에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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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자유로운 방법의 개발에 주력한다.

165014  드로잉(2)-소묘  
 (Drawing(2)-Sketch)

사물에 대한 지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된 물체

는 물론 인체와 같은 유동적인 대상의 포착과 표현가능

성을 탐구한다.

165015  드로잉(2)-렌더링 
 (Drawing(2)-Rendering)

디자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

하여 평면, 입체적 표현력을 기르며 대상의 형태 및 색

채, 구조, 재질 기능 등에 의한 묘사를 다양한 기법으

로 습득시킨다.

115012  물레성형(1) 
 (Potters wheel Forming(1))

흙반죽과 중심잡기의 기초물레 성형능력을 숙달시키

고 컵의 형태적 성형을 목표로 하며 건조, 굽깎기, 초

벌, 재벌의 제작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115013  물레성형(2) 
 (Potters wheel Forming(2))

컵 제작을 통해 물레성형능력을 숙달시키고 손잡이

의 기능성을 연구한다.  또한 건조, 굽깎기, 장식, 초

벌, 재벌의 제작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115049  Digital Studio(4) 
 (Digital Studio(4))

시간, 공간, 조형 및 인간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3차원입체물을 제작하고 출력

의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디지털세계를 경험하고 실생

활에 연계시킨다.

115051 도자재료 (Ceramic Materials)

도자기의 소지 및 유약재료의 특성 및 기초지식을 학

습하고 기본유의 응용방법을 실습하며 소성방법의 변

화에 따른 유약의 특성(저화도, 중화도, 고화도)을 실

험 실습한다.

115062 도예와생활 (Ceramic and life)

도예의 기초적 이론을 학습하고 도예작가 및 도예 응

용분야의 다양성을 현장학습 및 시각자료를 통해 이해

하여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115067  Digital Studio(1) 
 (Digital Studio(1))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조형 표현과 응용능

력을 배양하고 도자작품 및 제품 개발계획에 활용하도

록 한다.

115068  Digital Studio(2) 
 (Digital Studio(2))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조형 표현과 응용능

력을 배양하고 도자작품 및 제품 개발계획에 활용하도

록 한다.

115069  Digital Studio(3) 
 (Digital Studio(3))

시간, 공간, 조형 및 인간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3차원 입체물을 제작하고 출력

의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디지털세계를 경험하고 실생

활에 연계시킨다.

115072  이미지와응용 
 (Photographic Application)

사진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조형감각, 미학적 가치, 포트폴리오 제작 등 여러 분야

에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15113  지역문화탐방 (Culture Reporting)

공예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습득하고 응용 

할 수 있도록 산업체, 개인공방, 도요지, 박물관, 전

시장등을 탐방하고,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

화 된 제품개발 및 작품에 응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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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7 Tea & Ceramic (Tea & Ceramic)

다양한 차 문화를 연구하고 기능성과 디자인 요소를 

이해하여 그에 부합하는 도자제품을 디자인, 제작한다.

115121  Table Coordination 
 (Table Coordination)

식사의 목적에 맞추어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물건

의 색, 소재, 형태 등의 구성을 자유로운 발상으로 표

현하며 요리와 그릇의 관계와 식탁 공간 연출을 위한 

능력을 기른다.

115122 1인창조스튜디오 (Creative Studio)

창의적 아이디어/ 전문기술/ 지식/ 지적재산권을 연

구하고 개인 사업가 형태의 1인 기업화 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학습하여 Creative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한 비즈니스 역량을 개발한다.

115367  공예도자(1) (Craft in Ceramics(1))

Bowl 및 Pot 제작을 통해 물레성형능력을 숙달시

키고 사이즈의 변화와 기능에 따른 Set제작을 연구한

다.  또한 장식, 초벌, 재벌, 삼벌의 소성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115370 조형도자(1) (Ceramic Sculpture(1))

현대도자조형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하여, 점토의 예술적 표현을 통한 조형능력

을 기른다.

115379 포트폴리오 (Portfolio)

자신의 작업을 다양한 매체를 사용, 그 기능을 이해

하고 습득하며 디자인적 요소와 감각을 익혀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115388  문화와메니지먼트 
 (Culture Management)

도자 제품의 다양한 정보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케팅 및 시장조사를 통한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디자인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한다.

115406 공예도자(3) (Craft in Ceramics(3))

공예적 용도와 부합하는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여 현

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가지는 기

물을 제작한다.

115408 조형도자(3) (Ceramics Sculpture(3))

현대도자조형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하여, 점토의 예술적 표현을 통한 조형능력

을 기른다.

115409 조형도자(4) (Ceramic Sculpture (4))

현대도자조형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하여, 점토의 예술적 표현을 통한 조형능력

을 기른다.

115411 공예도자(4) (Craft in Ceramics(4))

공예적 용도와 부합하는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여 현

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가지는 기

물을 제작한다.

115500 도예기법(1) (Method of Ceramics(1))

코일링, 판성형, 핀칭기법을 통해 점토의 물성을 이

해하고 도예의 기초적 성형기법을 학습한다.

115501 컴퓨터제도 (Computer Drawing)

도자분야의 일반적인 도식언어로서 의사 전달 능력

을 기르기 위하여 기하도법 및 기본적인 제도 기법을 

이해하고 Auto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원 도면 

드로잉을 표현한다.

115502 컴퓨터그래픽 (Computer Graphic)

2D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이론과 분석방법론을 탐

구하며, 미학적 접근을 통해 차별적인 창의력을 배양

하고, 작품분석을 통한 평면 이미지를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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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3 도예기법(2) (Method of Ceramics(2))

점토로 표현 가능한 텍스쳐를 연구하고 조형능력 배

양을 통한  도예작품 제작 능력을 학습한다.

115506 도자장식(1) (Ceramic Decoration(1))

다양한 도자재료를 이용하여 도자표면의 장식과 핸

드페인팅 기법을 습득한다.

115507  Ceramic Design Studio(1)  
 (Ceramic Design Studio(1))

도자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 기초훈련 및 석고 제작

공정의 실습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도자문화

의 현대적 미감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15508 소성기법 (Firing Technique)

도예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소성과정을 체계적으

로 실험 실습을 통하여 습득케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

는 도예 작업 활동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115510 도자장식(2) (Ceramic Decoration(2))

전사기법의 실습과 안료의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응

용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양한다.

1155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전공분야에서 이제까지 익힌 지식과 기능을 구체화

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작품제작 및 논문 작성을 통하여 

각자의 이론정립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분석능

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5512  Ceramic Design Studio(3)  
 (Ceramic Design Studio(3))

습득한 석고 제형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을 구체화한

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독창성을 찾

을 수 있는 제품 및 작품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115513  현대미술사 (Contemporary Trands  
 in Modern Arts)

인상주의 이후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하여, 예술에 

관한 올바른 사고와 작품에 응용할 수 있는 작가들의 

개념과 표현방법 등을 이해한다. 

115515  Ceramic Design Studio(4)   
 (Ceramic Design Studio(4))

습득한 석고 제형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을 구체화한

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독창성을 찾

을 수 있는 제품 및 작품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Design·Craft logic & Statement)

디자인, 공예에 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고의 

기술과 논리개념, 논리개발과 논술을 통하여 학습자의 

논술력을 배향한다.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Design·Craft Teaching Methods)

디자인, 공예에 관하여 교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

법과 교재/교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교육내용을 학

습자에게 전달 할 것인가를 주로 배운다.

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Design·Craft)

디자인, 공예에 관한 교과의 내용구성, 강의 계획

서, 교과의 특성, 평가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165016 사진 (Photography)

카메라의 원리와 사진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를 실

기를 통하여 습득케 함으로써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

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조형활동에 응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향할 수 있도록 한다.

165017 색채학 (Theory of Color)

디자인 표현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색채를 연구하며, 

색채구성과 배색연습을 병행하여 색채를 도구로 다양

한 시각적 아이디어를 2차원의 평면에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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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8 원서강독 (Textual Exposition)

디자인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제

적 규범과 사회를 익혀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하도록 한다.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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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금속공예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74 평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 1 2 그룹4 복수(부)전공 교직전공필수 165011 드로잉(1)-소묘

전공필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전공필수 116510 컴퓨터그래픽(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45 공예와문화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255 기초금속공예(1)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19 16 8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78 입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 1 2 그룹4 복수(부)전공 교직전공필수 165014 드로잉(2)-소묘

전공필수 165015 드로잉(2)-렌더링

전공필수 116511 컴퓨터그래픽(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48 금속재료연구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252 기초금속공예(2)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19 15 8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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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513 디자인심리
2 2 0 그룹5

교양필수 100758 예술론

교양필수 100514 디자인마케팅
2 2 0 그룹6

교양필수 100515 문화매니지먼트

전공선택 116004 디자인프로세스(1) 2 1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6046 금속공예(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6067 형태와구조(1) 2 1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6069 CAD(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16 사진 2 1 2 복수(부)전공

소                   계 16 12 10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교양필수 100512 창의적발상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509 미술사
3 3 0

교양필수 100511 디자인사 그룹5

전공선택 116005 디자인프로세스(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47 금속공예(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68 형태와구조(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70 CAD(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17 색채학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0 13 8

3 1

전공선택 116008 장신구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10 보석세미나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43 공공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62 캐드실무(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64 트렌드디자인론(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382 문화상품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6512 장신구조형캡스톤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513 금속조형캡스톤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65018 원서강독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27 20 1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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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16009 장신구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44 공공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63 캐드실무(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65 트렌드디자인론(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311 보석개론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383 문화상품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514 장신구조형 캡스톤 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515 금속조형캡스톤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998 타대학이수과목(1) 2 2 0

전공선택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7 20 14

4

1

전공선택 116041 공간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051 금속조형(3)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054 문화탐방론(1)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066 포트폴리오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128 산업장신구(1)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455 보석감별(1)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517 생활과금속 캡스톤 디자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1 1 0

소                   계 25 19 12

2

전공선택 116042 공간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052 금속조형(4)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053 디자인경영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6055 문화탐방론(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129 산업장신구(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458 보석감별(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6518 생활과금속 캡스톤 디자인(2)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21 15 12

합                   계 174 13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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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예학과  (주간)

(Department of Metalwork & Jewelry)

◈ 교과목 개요

116510 컴퓨터그래픽(1) (Computer Graphic (1))

포토샵, 일러스트,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기초그래픽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

록 하여 작품제작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6511 컴퓨터그래픽(2) (Computer Graphic (2))

포토샵, 일러스트,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그래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표현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 작품제작에 효율적으로 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Drawing(1)-Art Drawing)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1  드로잉(1)-소묘 (Drawing(1)-Sketch)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Drawing(1)-Detail Drawing)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Drawing(2)-Art Drawing)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65014 드로잉(2)-소묘 (Drawing(2)-Sketch)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65015  드로잉(2)-렌더링 
 (Drawing(2)-Rendering)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16004 디자인프로세스(1) (Design Process(1))

정확한 투시도법에 의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3차원적 Design process의 과정과 기법을 정

확히 숙지함으로서 조형디자이너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할 표현능력을 습득한다.

116005 디자인프로세스(2) (Design Process(2))

3차원적 Design process의 과정과 기법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서 장신구디자이너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할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116008 장신구디자인(1) (Jewelry design(1))

조형성을 바탕으로한 현대장신구의 효과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이론과 모델링 작업을 통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장신구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116009 장신구디자인(2) (Jewelry design(2))

장신구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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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디자인 마케팅 및 비즈니스까지 디자인 전반에 대

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116010 보석세미나 (Gem semina)

기초적인 보석에 대한 지식과 보석의 일반적 특성과 

광학적,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여 보석감별을 하기 위

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116041 공간디자인(1) (Space Design(1))

디자인 감각을 개발하여 실내공간에 필수적으로요구

되는 기능적 공간연출을 위한 인테리어디자인과 소품 

디자인 및 조명 디자인등을 개발할 수 있는능력을 배양

한다.

116042 공간디자인(2) (Space Design(2))

디자인 감각을 개발하여 실내공간에 필수적으로요구

되는 기능적 공간연출을 위한 인테리어디자인과 소품 

디자인 및 조명 디자인등을 개발할 수 있는능력을 배양

한다.

116043 공공디자인(1) (Public Design(1))

실외공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환경디자인, 공간조형, 디스플레이, 조명, 경관디자인

등 공공성 구현을 위한 디자인능력을 배양한다.

116044 공공디자인(2) (Public Design(2))

실외공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환경디자인, 공간조형, 디스플레이, 조명, 경관디자인

등 공공성 구현을 위한 디자인능력을 배양한다.

116045 공예와문화 (Craft & Culture)

기초금속공예1보다 복합적인 기법 연구와 창작력을 

키워 창의적인 금속공예 작업을 이룬다.

116046 금속공예(1) (Metal Fabrication(1))

금속공예의 다양한 가공기법을 여러 가지 샘플제작

을 통해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3학년 이후 제작수업을 

위한 선수과목이다.

116047 금속공예(2) (Metal Fabrication(2))

금공실기 및 세공실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금속기

법 및 디자인 감각을 함양한다. 3학년 이후 제작수업

을 위한 선수과목이다.

116048 금속재료연구 (Metal Materials)

금속재료의 종류와 각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용도 등의 학습을 통하여 금속공예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함양시킨다. 또한 제작물의 질을 높이

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사용법을 이론적으로 숙지한다.

116051 금속조형(3) (Metal Formative(3))

금속 판금기법 및 성형기법을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금속테이블, 가구, 조명등을 제작해 봄으로

써 실용적이면서 아트적 성격의 금속작품을 제작 할수 

있는 조형능력을 배양한다.

116052 금속조형(4) (Metal Formative(4))

금속 판금기법 및 성형기법을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금속테이블, 가구, 조명등을 제작해 봄으로

써 실용적이면서 아트적 성격의 금속작품을 제작 할수 

있는 조형능력을 배양한다.

116053 디자인경영 Design Management

상품학 ,시장조사론, 마케팅의 영역에서 금속공예상

품에 대한 기초 개념을 파악하여, 제품의 시장조사, 소

비자의 행동분석, 판매경로, 마케팅 정보 등을학습한다.

116054  문화탐방론(1) 
 (Culture Inquire Theory(1))

지역별 문화와 국가별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박물관 및 문화상품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116055  문화탐방론(2) 
 (Culture Inquire Theory(2))

지역별 문화와 국가별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  386  -

박물관 및 문화상품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116062 캐드실무(1) (Practical CAD(1))

다양한 금속제품을 Computer에서 Modeling하

고,디지털화 된 자동화된 새로운 제작기법과 생산과정

을 연구한다.

116063 캐드실무(2) (Practical CAD(2))

다양한 금속제품을 Computer에서 Modeling하

고,디지털화 된 자동화된 새로운 제작기법과 생산과정

을 연구한다.

116064  트렌드디자인론(1) 
 (Trend Design Theory(1))

유행의 사건을 살펴보고 유행하는 것들을 주제로 시

장조사 및 소작품 제작 및 발표.

116065  트렌드디자인론(2) 
 (Trend Design Theory(2))

시장분석 및 트렌드 분석,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고 결과에 따른 소작품 제작 및 발표

116066 포트폴리오 (Portfolio)

자신의 작업을 다양한 매체를 사용, 그 기능을 이해

하고 습득하며 디자인적 요소와 감각을 익혀 명료하

고, 설득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16067 형태와구조(1) (Form & Structure(1))

입체조형의 원리를 체득하여 창의력과 구성력 및 표

현감각을 기른다. 효과적인 시간언어를 배우고 창의능

력을 함양한다.

116068 형태와구조(2) (Form & Structure(2))

입체조형의 원리를 체득하여 창의력과 구성력 및표

현감각을 기른다. 효과적인 시간언어를 배우고 창의능

력을 함양한다.

116069 CAD(1) (CAD(1))

그래픽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금속제품 제작 및 모델

링, 렌더링을 위한 능력을 키운다

116070 CAD(2) (CAD(2))

그래픽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금속제품 제작 및 모델

링, 렌더링을 위한 능력을 키운다.

116128 산업장신구(1) (Industrial Jewelry(1))

산업장신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테마에 맞는 재

료의 시장분석과 원가 산출에 의한 산학 협력체제의 디

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16129 산업장신구(2) (Industrial Jewelry(2))

장신구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산학협력체제의 창의성 있는 장

신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16252  기초금속공예(2) 
 (Basic Metal Crafts(2))

금속공예의 기초를 이루는 기법들을 이론적 바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기, 실습을 통하여 제작 능력을 배

양한다.

116255  기초금속공예(1) 
 (Basic Metal Crafts(1))

금속공예의 기초를 이루는 기법들을 이론적 바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기, 실습을 통하여 제작 능력을 배

양한다.

116311 보석개론 (Gemology)

감별을 통하여 보석의 성질을 학습하고, 정확한 가

치(천연, 합성, 모조)를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킨다

116382  문화상품디자인(1) 
 (Cultural Product Design(1))

현대 생활 문화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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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봄으로써,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전문적인 문화상품 디자이너를 배양한다.

116383  문화상품디자인(2) 
 (Cultural Product Design(2))

문화상품은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와기술

이 집약된 창조력의 산물이다. 문화상품의 가치와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봄으로써 한

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문

화상품 디자이너를 배양한다.

116455  보석감별(1) (Color Stone & Diamond  
 153Entification(1))

감별을 통하여 보석의 성질을 학습하고, 정확한 가

치(천연, 합성, 모조)를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킨다.

116458  보석감별(2) (Color Stone & Diamond  
 153Entification(2))

감별을 통하여 보석의 성질을 학습하고, 정확한 가

치(천연, 합성, 모조)를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킨다.

116512  장신구조형캡스톤디자인(1) (Jewelry 
Formative Capstone Design(1))

조형성을 바탕으로한 장신구 제작 표현 능력과 기법

을 습득함으로서 다양한 현대장신구디자인을 팀단위 

프로젝트로 산학협력 형식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피드

백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116513  금속조형캡스톤디자인(1) (Metal  
 Formative Capstone Design(1))

금속의 판금작업과 성형작업을 통하여 실용적이면서

도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조형능력을 배양

함과 동시에 팀별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116514  장신구조형 캡스톤 디자인(2) (Jewelry  
 Formative Capstone Design(2))

조형성을 바탕으로한 장신구 제작 표현 능력과 기법

을 습득함으로서 다양한 현대장신구디자인을 팀단위 

프로젝트로 산학협력 형식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피드

백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116515  금속조형캡스톤디자인(2) (Metal 
Formative Capstone Design(2))

금속의 판금작업과 성형작업을 통하여 실용적이면서

도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조형능력을 배양

함과 동시에 팀별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116517  생활과금속 캡스톤 디자인(1) (Metal  
 Capstone Design in Living(1)

산학과 연게하여 생활전반에 걸친 생활용품을 실용

성과 예술성 및 창조성을 함유한 새로운 예술작품을 디

자인하고 팀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효율성과 경쟁력

을 함양시킨다.

116518  생활과금속 캡스톤 디자인(2) (Metal 
Capstone Design in Living)

산학과 연게, 팀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생활과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용품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생활공간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한다.(혼례용품, 테

이블웨어용품, 일반생활용품)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Design·Craft logic & Statement)

디자인·공예에 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고의 

기술과 논리개념, 논리개발과 논술을 통하여 학습자의 

논술력을 배양한다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Design·Craft Teaching Methods)

디자인·공예에 관하여 교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

법과 교재/교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교육내용을 학

습자에게 전달 할 것인가를 주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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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Design·Craft)

디자인·공예에 관한 교과의 내용 구성, 강의 계획

서, 교과의 특성, 평가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165016 사진 (Photography)

사진의 기본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촬영

으로부터 현상, 인화에 이르는 기초 사진기법을 학습

함으로써 사진을 매체로 한 다양한 조형작업을 위한 기

술을 습득한다.

165017 색채학 (Theory of Color)

색의 기본원리, 법칙, 관리 등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

여 각종 시각매체에 적응하는 표현 능력의 배양,가능

한 현시적 과제를 부여하고, 특히 오늘날 컴퓨터와의 

색채관계를 부연 강의가 이루어진다.

165018 원서강독 (Textual Exposition(1))

디자인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제

적 규범과 사회를 익혀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하도록 한다.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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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계약학과(공예문화정보디자인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200833 색채디자인(1) 3 3 0

교양필수 233039 동양미술사 3 3 0

교양선택 200828 경제학의이해 3 3 0

전공필수 233001 디자인(1) 3 2 2

전공선택 233002 드로잉(1) 3 2 2

전공선택 233003 현장실습(1) 3 0 0

소                   계 18 13 4

2

교양필수 200834 색채디자인(2) 3 3 0

교양필수 233040 서양미술사 3 3 0

교양선택 200646 현대경영의이해 3 3 0

전공필수 233004 디자인(2) 3 2 2

전공선택 233005 드로잉(2) 3 2 2

전공선택 233006 현장실습(2) 3 0 0

소                   계 18 13 4

2

1

교양필수 200662 한국의미 3 3 0

교양선택 200830 서비스경영학 3 3 0

전공필수 233007 평면디자인 3 2 2

전공선택 233033 기초영어 3 3 0

전공선택 233045 디자인과공학(1) 3 3 0

전공선택 233053 사진의이해 3 2 2

소                   계 18 16 4

2

교양필수 200835 한국문화 3 3 0

교양선택 200832 소매점포경영및유통 3 3 0

전공필수 233011 입체디자인 3 2 2

전공선택 233034 실무영어 3 3 0

전공선택 233046 디자인과공학(2) 3 3 0

전공선택 233052 사진과디자인 3 2 2

소                   계 18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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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교양필수 200836 철학 3 3 0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필수 233041 제품디자인(1) 3 2 2

전공선택 233016 컴퓨터디자인(1) 3 2 2

전공선택 233018 디자인마케팅(1) 3 3 0

전공선택 233035 재료학연구 3 3 0

전공선택 233042 프로모션(1) 3 3 0

소                   계 20 18 4

2

교양필수 200180 심리학 3 3 0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교양선택 200827 영어(5) 2 2 0

전공필수 233043 제품디자인(2) 3 2 2

전공선택 233022 컴퓨터디자인(2) 3 2 2

전공선택 233023 디자인마케팅(2) 3 3 0

전공선택 233036 비철금속합금학 3 3 0

전공선택 233044 프로모션(2) 3 3 0

소                   계 22 20 4

4

1

전공필수 233047 졸업연구-공예문화정보 스튜디오(1) 3 3 0 졸업관련

전공선택 233027 세미나(1) 3 3 0

전공선택 233037 현장실습(3) 4 0 0

전공선택 233049 졸업연구-프로젝트(1) 3 2 2 졸업관련

전공선택 233054 지적재산관리론 3 3 0

소                   계 16 11 2

2

전공필수 233048 졸업연구-공예문화정보 스튜디오(2) 3 3 0 졸업관련

전공선택 233031 세미나(2) 3 3 0

전공선택 233038 현장실습(4) 4 0 0

전공선택 233050 졸업연구-프로젝트(2) 3 2 2 졸업관련

전공선택 233051 디자인과문화산업론 3 3 0

소                   계 16 11 2

합                   계 146 11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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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정보디자인  (야간)

(Department of Culture Design & Information)

◈ 교과목 개요

233001 디자인(1) (Design(1))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프로

세스와 기법을 숙지하여, 공예디자인의 기본적 표현능

력을 습득한다.

233002 드로잉(1) (Drawing(1))

사물의 평면적 표현 능력을 습득하여, 아이디어의 

발상과 창의적 효과를 숙지한다.

233003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전공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의 현장기술과 기법을 

습득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을 습득한다.

233004 디자인(2) (Design(1))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프로

세스와 기법을 숙지하여, 공예디자인의 기본적 표현능

력을 습득한다.

233005 드로잉(2) (Drawing(2))

사물의 평면적 표현 능력을 습득하여, 아이디어의 

발상과 창의적 효과를 숙지한다.

23300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전공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의 현장기술과 기법을 

습득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을 습득한다.

233007 평면디자인 (2D Design)

평면디자인의 개념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

본 소재를 이용하여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연구한다.

233011 입체디자인 (3D Design)

기본 소재를 통한 조형의 기본적 구조를 연구 검토하

여, 기능성과 조형의 형태 이미지 발상이 창작적이고 

능동적인 효과를 내도록 연구한다.

233016 컴퓨터디자인(1) (Computer Design(1))

컴퓨터의 기능과 응용 프로그램을 습득하여 디자인에 

응용한다.

233018 디자인마케팅(1) (Design Marketing(1))

최신 디자인 경향을 경영과 접목하여 연구한다.

233022 컴퓨터디자인(2) (Computer Design(2))

컴퓨터의 기능과 응용 프로그램을 습득하여 디자인

에 응용한다.

233023 디자인마케팅(2) (Design Marketing(2))

최신 디자인 경향을 경영과 접목하여 연구한다.

233027 세미나(1) (Seminar(1))

세미나를 통하여 각각의 연구과제에서 조사하고습득

한 내용을 발표를 통한 최종 정리를 한다.

233031 세미나(2) (Seminar(2))

세미나를 통하여 각각의 연구과제에서 조사하고 습

득한 내용을 발표를 통한 최종 정리를 한다.

233033 기초영어 (Basic English)

영어 의사소통의 기초 단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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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34 실무영어 (Practical English)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

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어를 습득한다.

233035 재료학연구 (Theme of material)

재료의 구조, 결함, 상태도 등 각종재료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역학적으로 안정된 재료의 선정능력

과 응용력을 습득한다.

233036  비철금속합금학 
 (Theme of metallic Alloy)

여러 비철금속의 합금에 관한 기본 원리와 방법을 습

득한다.

233037 현장실습(3) (Field Training(3))

전공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의 현장기술과 기법을 

습득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을 습득한다.

233038 현장실습(4) (Field Training(4))

전공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의 현장기술과 기법을 

습득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을 습득한다.

233041 제품디자인(1) (Product Design(1))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응용한 상품 및 제품

디자인을 한다.

233042 프로모션(1) (Promotion(1))

마케팅에 필요한 프로모션을 연구한다.

233043 제품디자인(2) (Product Design(2))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응용한 상품 및 제품

디자인을 한다.

233044 프로모션(2) (Promotion(2))

마케팅에 필요한 프로모션을 연구한다.

233045  디자인과공학(1) 
 (Design & Technology(1))

디자인과 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테

크놀로지를 연구한다.

233046  디자인과공학(2) 
 (Design & Technology)

디자인과 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테

크놀로지를 연구한다.

233047  졸업연구-공예문화정보 스튜디오(1)  
 (Final Major Project - culture &  
 information studio(1)

공예문화정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조사와 학사관련 논문연구

233048  졸업연구-공예문화정보 스튜디오(2)  
 (Final Major Project - culture &  
 information(2)

공예문화정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조사와 학사관련 논문연구

233049  졸업연구-프로젝트(1) 
 (Final Major Project - Project(1))

프로젝트를 통해 졸업을 위한 졸업 작품과 연구를 마

무리하고 평가한다.

233050  졸업연구-프로젝트(2) 
 (Final Major Project - Project(2))

프로젝트를 통해 졸업을 위한 졸업 작품과 연구를 마

무리하고 평가한다.

233051  디자인과문화산업론  
 (Design & Cultural Industry)

공예문화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연구하고, 산업체 등의 방문을 통해 실질적

인 문화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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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52  사진과디자인 
 (Photography & Design)

사진의 이론적 이해와 실습을 통하여 디자인작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조형감각, 포트폴리오 제

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3053 사진의이해 (Basic Photography)

사진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

고, 실습을 통하여 기술적인 측면을 익힘으로써 카메

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33054  지적재산관리론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지적재산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습득하여 지적재산권

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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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조형예술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74 평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2 1 2 그룹4 복수(부)전공전공필수 165011 드로잉(1)-소묘

전공필수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교직

전공선택 119500 디지털표현1 2 1 2 그룹3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9005 미술의이해(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107 기초조소 2 1 2 복수(부)전공

소                   계 18 14 10

2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178 입체조형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2 1 2 그룹4 복수(부)전공 교직전공필수 165014 드로잉(2)-소묘

전공필수 165015 드로잉(2)-렌더링

전공선택 119501 디지털표현2 2 1 2 그룹3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9006 미술의이해(2) 2 1 2 복수(부)전공

소                   계 16 12 8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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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513 디자인심리
2 2 0 그룹5

교양필수 100758 예술론

교양필수 100514 디자인마케팅
2 2 0 그룹6

교양필수 100515 문화매니지먼트

전공필수 119211 회화(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12 수묵과채색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16 디지털아트1 2 1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9018 표현의발견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207 재현과묘사(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253 조소(1) 2 0 4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9502 컨텍스트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16 사진 2 1 2 복수(부)전공

소                   계 21 11 22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교양필수 100512 창의적발상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509 미술사
3 3 0 그룹5

교양필수 100511 디자인사

전공필수 119208 회화(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9218 컨텍스트(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9254 조소(2) 2 0 4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9017 디지털아트2 2 1 2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19019 표현의발견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206 재현과묘사(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341 판화(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17 색채학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5 15 20

3 1

전공필수 119309 회화(3)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9313 공간조형(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08 퍼블릭아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20 현대미술읽기(1)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22 타임아트(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221 미술치료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340 판화(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355 개념과구현(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503 오브제1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7 19 16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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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19312 공간조형(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9354 회화(4)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09 퍼블릭아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11 사진예술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21 현대미술읽기(2)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023 타임아트(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224 미술교육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362 개념과구현(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504 오브제2 2 0 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9505 사운드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소                   계 28 19 18

4

1

전공선택 119010 미술현장 2 2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73 미술비평 2 2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74 스튜디오(1)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76 스튜디오(3)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78 스튜디오(5)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80 영상스튜디오(1)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506 캡스톤 포트폴리오1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3 3 0 복수(부)전공 교직

전공선택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1 1 0

소                   계 23 18 10

2

전공선택 119475 스튜디오(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77 스튜디오(4)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79 스튜디오(6)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481 영상스튜디오(2) 3 2 2 복수(부)전공 교직, 졸업관련

전공선택 119508 캡스톤 포트폴리오2 3 2 2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소                   계 15 10 10

합                   계 173 11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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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예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s)

◈ 교과목 개요

119208 회화(2) (Painting(2))

인물, 정물, 풍경을 대상으로 하되 정확하게 대상을 

묘사하는 단계를 넘어 주관적 시각에 의한 변형된 형상

을 주로 연구하며, 독자적인 방법에 의한 화면의구성

과 색채의 조화에 중점을 둔다.

119211 회화(1) (Painting(1))

회화의 기본으로서 기법 및 화면의 조형질서 구축을 

위주로 강의하는데 기법에서는 전통적인 기법인유화 

및 수채화는 물론 드로잉재료도 함께 연구하며화면의 

구성은 대상과 표현목적에 따른 다각적인 구도를 모색

한다.

119218 컨텍스트(2) (Context(2))

현대미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

엇인가? 또 현대미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작품 탄생과 문맥을 파

악하고, 작품의 아이디어/컨셉트와 그것의 실현 과정

을 살펴본다.

119254 조소(2) (Sculpture(2))

조소1의 심화과정으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형태와 공간을 연구한다.

119309 회화(3) (Painting(3))

개성있는 표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익힌 회화표현 기

법을 다양하게 실험하게 하며 대상의 주관적 해석을 위

해 유명 작품의 감상, 분석의 기호를 가진다. 다양한 

재료의 실험으로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119312 공간조형(2) (Space Design(2))

공간조형1의 심화과정으로 형태와 공간의 관계를 창

의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발상과 표현의 세계를 탐구

한다.

119313 공간조형(1) (Space Design(1))

형태와 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실험을 통해 새로

운 공간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119354 회화(4) (Painting(4))

상상력이 풍부한 개인적인 접근에서 표현력 있는 

Drawing 과 Painting Skill을 개선시켜 가시적인 

것들에 주관적 해석을 가미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하

며, 미학적인 개념의 토론과 개인적인 비평이 연구되

어 진다.

165010  드로잉(1)-아트드로잉 
 (Drawing(1)-Art Drawing)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1 드로잉(1)-소묘 (Drawing(1)-Sketch)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165012  드로잉(1)-정밀묘사  
 (Drawing(1)-Detail Drawing)

기초 조형능력 배양 및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기

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정밀 묘사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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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3  드로잉(2)-아트드로잉  
 (Drawing(2)-Art Drawing)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65014  드로잉(2)-소묘  
 (Drawing(2)-Sketch)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65015  드로잉(2)-렌더링 
 (Drawing(2)-Rendering)

좀 더 심화된 조형능력과 드로잉의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습득을 위하여 아트드로잉, 소묘, 렌더링 등을 선

택해 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119005  미술의이해(1) 
 (Understanding of Art(1))

미술의 애해1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미술

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해 왔는가를 배우는 과목이

다. 미술사의 흐름을 분석하며 작품들의 탄생과 그 예

술적 가치를 파악하게 한다.

119006  미술의이해(2) 
 (Understanding of Art(2))

미술의이해1에서는 미술사 전반에 걸친 변화를 배웠

다면, 미술의 이해2는 20세기 현대미술의 맥락을 파

악하는 과목이다. 현대미술의 변화를 이해하며, 현대

미술의 실험적가치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119008  퍼블릭아트(1) (Public Art(1))

공공적 공간에 창의적으로 개입하는 조형예술의 순 

기능을 모색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새로운 관점을 연

구하여 생동하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다양한 아이디어

를 실험한다.

119009 퍼블릭아트(2) (Public Art(2))

퍼블릭아트1의 심화과정으로 문화, 기술과 관련된 

타 학문분야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도시공간을 재해

석하고 다양한 매체와 표현방법의 실험을 거치며 구체

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119010 미술현장 (Art Administration)

미술작품 제작외의 전시회 기획, 전시행정, 미술품

의 유통 등의 제반사항을 배우고 습득하여 미술행정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작품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습한다.

119011 사진예술 (Photo Art)

사진의 기본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촬영

으로부터 현상, 인화에 이르는 기초 사진기법을 학습

함으로써 사진을 매체로 한 다양한 조형작업을 위한 기

술을 습득한다.

119012 수묵과채색 (Ink Drawing & Coloring) 

전통 한국화의 재료인 지, 필, 묵을 사용하면서 이들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며 사군자나 산수화 등을 제작해 

봄으로써 동양적 정서와 사상을 함양하고 이를바탕으

로 보다 정체성 있는 현대미술 작품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19016 디지털아트(1) (Digital Art(1))

컴퓨터 그래픽 기능을 충실히 익힌다. 동영상의 기

초적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툴의 자

유로운 활용에 중점을 두어 각자의 아이디어를 정확하

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119017 디지털아트(2) (Digital Art(2))

다양한 아이디어가 보다 견고한 결과로 드러나게 하

는 기능적 연마를 충실히 한다. 이를 통해 동영상 툴의 

활용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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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18  표현의발견(1) 
 (Discovery of Expression(1)) 

회화, 조각 등의 전통적 표현방식을 발판으로 다양

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접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맞는 표

현 대상과 표현 방식을 발견하게 한다.

119019  표현의발견(2) 
 (Discovery of Expression(2))

발견된 표현 방식을 확대 심화하며 자유롭고 창의적

인 발상의 계기를 모색한다.

119020  현대미술읽기(1) 
 (Studying Modern Art(1))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며, 현대미술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

는가를 파악한다. 현대미술의 변화를 리드했던 주요작

가들의 작품세계를 연구하며, 오늘날 현대미술이 제안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

한다.

119021  현대미술읽기(2) 
 (Studying Modern Art(2))

국내외 미술 전문 잡지, 비평 텍스트, 전문 웹사이트 

등의 연구를 통해서 현대미술, 미술제도, 현대미술 현

장을 분석한다.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의 올

바른 수용능력과 이해도를 높인다.

119022 타임아트(1) (Time Art(1))

미술의 영역에서 시간성을 담고있는 여러 표현에 대

해 연구한다. 디지털미디어를 적극 활용 하여 영상, 

웹, 애니메이션, 등의 구현방법을 익히고 미래지향적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119023 타임아트(2) (Time Art(2))

타임아트 1을 통해 숙달된 구현방법을 통해 보다 창

의적이고 발전적인 표현을 모색한다. 디지털 표현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다양한 매체와 개념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연구한다.

119107 기초조소 (Introduction to Sculpture)

구조, 형태, 양, 공간 등의 조형요소를 이해하고 입

체적 관찰과 표현을 탐구한다.

119206  재현과묘사(2) 
 (Representation & Description(2))

인체의 비례와 양감, 볼륨의 표현과 착의인물화

(Costume)에 있어서 질감의 재현 및 묘사를 위한 표

현방법을 학습하고 군상(群像), 움직이는 대상의재현

기법을 익힌다.

119207  재현과묘사(1) 
 (Representation & Description(1))

원근과 명암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상의 정확한 재현

과 묘사를 위한 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공간표현

을 위한 구도, 대상의 외형과 구조, 색채표현을 통한 

시각적 효과를 학습한다.

119221 미술치료 (Art Therapy)

인간의 제반 심리발달을 토대로 문화 환경적 영향과 

이에 따른 인간행동 등의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미술

치료의 여러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미술치료의전반적 

기초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119224 미술교육 (Art Education)

조기 미술교육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있

도록, 기능위주의 교육방법이 아닌 아동들의 두뇌발달

상황에 맞는 창의력 배가 교육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아울러 미술교육 기관의 운영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119253 조소(1) (Sculpture(1))

소조, 조각, 캐스팅 기법의 습득을 기초로 다양한 조

형적 실험을 모색한다.

119340 판화(2) (Printing(2))

WOOD-CUT, LITHOGRAPHY, SCREEN 

PRINTING, MONO AND, MIXED PRINTING, 

COLLAGRAPH 등의 기법과 재료에 익숙해지도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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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로운 도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른 재료와의 

사용을 통하여 실험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하도록 한다.

119341 판화(1) (Printing(1))

판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에 담긴 창조성이 무엇인

가를 살펴보고, 동판화의 역사와 분류 및 기법에대해 

연구하여 각각의 기법에 따른 재료의 사용과 작업과정

을 정확히 이해하여 표현 가능성을 살피도록한다.

119355  개념과구현(1) 
 (Concept & Realization(1)) 

현대미술의 다양한 개념들을 이론과 실기를 통해접

하고 익힘으로써 오늘날의 미술에 대해 이해를 도모한다.

119362  개념과구현(2) 
 (Concept & Realization(2))

모든 예술작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발상의 과정을 

연구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개념을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구체화시켜 봄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일체가 되는 

진실하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추구한다.

119473 미술비평 (Art Critique)

다양한 작품사례를 통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사고와 

비평능력을 배양하고 그 가치판단을 신장시킨다.

119474 스튜디오(1) (Studio(1))

전통회화와 현대회화의 개념적 차이와 표현적 방법

의 변화를 연구하며 개인의 작품세계를 다시 모색하여 

그 내용에 맞는 재료와 과정을 선택하여 작품세계를 제

작한다.

119475 스튜디오(2) (Studio(2))

작자 개인의 표현방법을 보다 발전시켜 사진, 영상, 

컴퓨터기법을 포함한 평면회화작업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졸업전시 등 전시연출에 관한 기술도 

익힌다.

119476 스튜디오(3) (Studio(3))

졸업 작품을 위해 학생과 교수가 작업 주제의 선정으

로부터 표현방법 및 전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연

구한다. 발상의 참신함과 진정성을 찾기 위한 과감한 

소통을 시도하며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표현

방식의 실험을 통하여 각자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세

계를 모색한다.

119477 스튜디오(4) (Studio(4))

스튜디오3에서 결정된 작업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다. 전시에 관계되는 설치·조명 등의 세부사항과 작

가로서의 사회적 태도 및 표현에 관하여 각자의 방식을 

모색한다

119478 스튜디오(5) (Studio(5))

회화, 조각을 비롯한 판화, 사진, 영상, 컴퓨터 등

의 다양한 매체 및 평면, 입체, 설치, 행위 등 현대미

술이 제시하는 모든 표현방식이 열려 있다. 졸업전시

라는 이벤트를 위한 각자의 개성적인 프로젝트를 구현

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19479 스튜디오(6) (Studio(6))

스튜디오5에서 결정된 작업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프

레임, 디스플레이 및 홍보와 같은 전시에 필요한 세부

과정을 익힌다.

119480 영상스튜디오(1) (Image studio(1))

디지털아트로서의 표현을 경험한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각자의 경험과 고민의 과정

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연구한다. 

119481 영상스튜디오(2) (Image studio(2))

졸업전시를 대비한다. 디지털 표현의 과정과 완성을 

연구하며, 화랑이나 미술관등의 전시공간에서 작품의 

음향과 배치, 설치위치 등의 여러 요소들도 아울러 고

민한다. 

119500 디지털표현(1) (Digital Expression(1))

컴퓨터 그래픽 기능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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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툴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

여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연구한다. 

119501 디지털표현(2) (Digital Expression(2))

컴퓨터 그래픽 툴의 관습적 사용을 지양하고, 새롭

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아울러 디지털을 

활용한 표현이 전통적 회화의 표현방식과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고민하고 경험한다. 

119502 컨텍스트(1) (Context(1))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문맥을 탐색하고 이

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작가 연구, 발

표와 질의, 토론 및 텍스트 작성 등을 통해 작업에 대

한 ‘말하기’와 ‘글쓰기’를 훈련한다.

119503 오브제(1) (Objet(1))

‘오브제’는 광의로는 ‘물건’을 지칭하나 협의로는 마

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를 비롯해 공예, 디자인이 생

산하는 모든 일상품들을 일컫는다. 일련의 수공적, 공

업적 생산 방식을 통해 공리적 사물을 제작함으로써 예

술과 일상의 경계를 사색한다.

119504 오브제(2) (Objet(2)

1학기 수업에서 기획하고 실험한 물건들을 수공적, 

공업적 생산 방식을 통해 제작하고, 그 대상들의 전시, 

유통회로에 대해 연구한다. 

119505 사운드 (Sound)

‘소리 조각’이라고도 불리는 사운드 아트는 ‘보는 미

술’에서 ‘듣는 미술’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시각

예술에 청각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소리 그 자체를 작

업의 재료로 삼으며 설치,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

물로 귀결된다. 

119506  캡스톤 포트폴리오(1) 

 (Capstone Portfolio(1))

오늘날 한국미술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이론가, 기획자 등을 초청,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 미술 

현장의 실제를 감지하고 졸업 후 향방을 모색한다.

119508  캡스톤 포트폴리오(2)  

 (Capstone Portfolio(2))

포트폴리오,프리젠테이션등, 작가로서 또는 직업인

으로서 각자의 프로모션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을 개발

하여 사회 적응의 첫걸음이 되게 한다.

165001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Design·Craft  

 logic & Statement)

디자인·공예에 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고의 

기술과 논리개념, 논리개발과 논술을 통하여 학습자의 

논술력을 배양한다.

165002  디자인·공예교수법 (Design·Craft  

 Teaching Methods)

디자인·공예에 관하여 교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

법과 교재/교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교육내용을 학

습자에게 전달 할 것인가를 주로 배운다.

165003  디자인·공예교육론 (Introduction to  

 Teaching Design·Craft)

디자인·공예에 관한 교과의 내용 구성, 강의 계획

서, 교과의 특성, 평가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교과교육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165016 사진 (Photography)

사진의 기본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촬영

으로부터 현상, 인화에 이르는 기초 사진기법을 학습

함으로써 사진을 매체로 한 다양한 조형작업을 위한 기

술을 습득한다.

165017 색채학 (Theory of Color)

색의 기본원리, 법칙, 관리 등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

여 각종 시각매체에 적응하는 표현 능력의 배양,가능

한 현시적 과제를 부여하고, 특히 오늘날 컴퓨터와의 

색채관계를 부연 강의가 이루어진다.

165022 예술과진로세미나(취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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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행정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962 사회과학개론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소                   계 12 12 0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259 법학개론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126102 행정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3 14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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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26201 행정조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6205 정책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105 경제학(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109 헌법(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113 행정계량분석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349 관료제와민주주의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19 2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26202 조사방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6208 재무행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6243 인사행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106 경제학(2) 3 3 0

전공선택 126110 헌법(2) 3 3 0

전공선택 126248 조직행위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301 행정정보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353 행정법(1)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5 26 0

3 1

전공필수 126207 행정모형과분석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6303 지방행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015 합리적의사결정론 3 3 0

전공선택 126114 규제정책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307 행정학영어강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350 행정법(2) 3 3 0

전공선택 126355 정책형성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500 코업(1) 6 0 0

전공선택 126501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39 20 2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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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26014 재난관리및안전정책 3 3 0

전공선택 126016 공공관리론 3 3 0

전공선택 126107 행정학연습 3 3 0

전공선택 126306 정책분석평가론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348 사회복지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450 산업정책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502 정치학 3 3 0

전공선택 126503 코업(2) 6 0 0

전공선택 126504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26998 타대학이수과목(1) 0 0 0

소                   계 39 20 2

4

1

전공선택 126112 행정법연습 3 3 0

전공선택 126115 환경정책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345 한국행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444 행정철학 3 3 0

전공선택 126466 행정인턴십(1) 3 0 0

전공선택 126467 행정인턴십(2) 3 0 0

전공선택 126468 행정인턴십(3) 3 0 0

전공선택 1265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 3 0

전공선택 126506 기획론 3 3 0

전공선택 126510 코업(3) 6 0 0

전공선택 126511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45 18 0

2

전공선택 126012 과학기술과정책 3 3 0

전공선택 126013 도시문제와정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445 행정학특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463 협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464 행정개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6466 행정인턴십(1) 3 0 0

전공선택 126467 행정인턴십(2) 3 0 0

전공선택 126468 행정인턴십(3) 3 0 0

전공선택 126515 코업(4) 6 0 0

전공선택 126516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42 15 0

합                   계 235 1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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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주간)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교과목 개요

100259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이론

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법적 마인드와 시각을 

함양한다.

100962  사회과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삶을 다각적

으로 탐구해 오면서 발전해 온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

학, 문화인류학 등등의 학문적 분과영역으로 구성된

다.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삶에 관한 학문적 연구

는 다양한 관점과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 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전

통이 어떻게 축적해 왔는지를 살펴 보는 한편,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의 사회 현상이 어떻게 상

호 연계되어 있는지를 탐구한다.

126012  과학기술과정책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에 관련된 공공정책 및 복잡한 

과학기술 지식의 활용에서 비롯되는 위험과 불확실성

의 문제에 관련된 정책을 탐구한다.

126013  도시문제와정책 
 (Urban Issues and Policy)

대표적 도시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교통, 토지이

용, 환경 등과 관련된 현상의 이해와 정책분석을다룬다.

126014  재난관리및안전정책 (Risk  
 Management and Safety Policy)

현대사회의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접근을통

해서 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탐구한다.

126015  합리적의사결정론 (Management  
 Science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다양한 계량기법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책문제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분석적 접근을 다룬다.

126016  공공관리론 (Public Management)

공공관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행정관리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

해를 도모한다.

126102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다루며, 행정학의 발달과정,학

문적 성격, 접근방법, 주요이론 등을 소개하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정보, 지방자치, 행정개혁 등 세부 

연구분야에 대하여 소개한다.

126105 경제학(1) (Economics(1))

경제학에 대한 지식은 시장경제 뿐 아니라 정부활동

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매우 긴요하다. 이과정

에서는 기본적인 경제분석 기법과 경제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상급과정에서 배우게 되는정부활동 

분석에 필요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입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126106 경제학(2) (Economics(2))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및 공기업의 임용시험을 

대비하여 경제학 I에서 배운 경제학 전반을 다시정리하

고, 각종 임용시험의 경제학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및 

예상 시험문제를 함께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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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07  행정학연습 (Theory and 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에서 배운 기존 지식을 다시 한 번 정리·종

합하고 정부 및 공기업의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126109 헌법(1) (Constitutional Law(1))

정부활동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126110 헌법(2) (Constitutional Law(2))

정부활동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126112  행정법연습 (Theory and Practice i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1, 행정법2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종합한다.

126113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in Public Administration) 

기초적인 통계분석, 즉 확률본, 표본론, 상관분석,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배우고, 컴퓨터 실습을 통해

통계기법의 적용과 결과의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126114 규제정책론 (Regulation Policy)

정부의 기업규제, 보조, 경쟁정책, 산업정책을 분석

하며, 정부와 기업간의 교호작용 방식이 경제적 성과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126115 환경정책론 (Environment Policy)

환경정책과정, 정책수단, 평가기법, 정책사례, 국제

환경조약 등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을동시

에 살펴봄으로써 환경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

득하고 분석능력을 함양한다.

126201  행정조직론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조직이론 및 조직관리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자, 조직의 환경, 이해관계자, 조직구조 설계, 조직의 

기술, 조직문화, 조직혁신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

께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 실태 사례를 분석한다.

126202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 문제의 규정,현

지조사의 설계, 자료수집 및 기초적 통계기법의 연관

성을 다룬다.

126205 정책학개론 (Public Policy)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학에 대하여 다루며, 정책결

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이론과정책연

구의 여러 방법론을 다룬다.

126207  행정모형과분석 (Public  
 Administration Model and  
 Analysis)

행정전산화의 본질과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하고 동시에 행정실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하는 

컴퓨터 언어교육을 다룬다.

126208  재무행정론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행정 주체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활동인 재무행정을 공부하며, 

예산의 기능, 예산제도의 발달, 예산과정, 예산개혁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126243  인사행정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활

동인 인사행정을 공부하며, 인적 자원의 충원, 능력발

전, 동기부여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

용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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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48  조직행위론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내 인간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조직구

성원의 개인적 특성과 집단에서의 활동 및 조직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분석방법을 습득

한다. 지각과 학습, 동기부여, 집단행동, 갈등,의사소

통, 권력과 정치, 리더십, 조직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126301  행정정보론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구축되

는 행정정보체계의 역할, 구성, 개발 및 운영을 다룬다.

126303  지방행정론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지방행정의 개념, 역사적 발전, 조직, 재무, 인사,

기획, 중앙통제, 지역개발과 그 전략을 다룬다.

126306  정책분석평가론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대안의 탐색 및 선택을 위한

기존의 제반 기법을 이해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실제를 배운다.

126307  행정학영어강독 (English Readings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원서를 읽는 능력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행정

학 이론의 이해를 돕는다.

126345  한국행정론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의 문화, 조직, 제도, 과정 등을 다루고,한

국행정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126348 사회복지론 (Social Welfare Theory)

복지이념과 복지지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주요 

국가의 복지정책을 비교·연구한다.

126349  관료제와민주주의 

 (Bureaucracy and Democracy)

현대 사회의 대규모 조직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인 

관료제의 역할, 기능, 변화 등을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서 연구한다.

126350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2))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을 공부

하며, 행정작용상 의제원칙, 입법행정행위, 행정법과 

행정강제, 행정상의 쟁송 등을 다룬다.

126353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1))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을 공부

하며, 행정작용상 의제원칙, 입법행정행위, 행정법과 

행정강제, 행정상의 쟁송 등을 다룬다.

126355 정책형성론 (Policy Formulation)

정책결정의 과정(의제설정, 정책형성, 집행 및 평

가), 참여자(공식적인 참여자인 대통령, 관료, 의회와 

비공식적인 참여자인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환경

에 관련된 이론과 실습에 관하여 학습한다.

126444  행정철학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관리 및 정책결정의 가치기준으로서 공익, 효율

과 형평, 적법절차 등과 개별 공무원의 행정지침이라

고 할 수 있는 공직윤리로서 권리, 의무와 공직 등에대

한 내용을 취급한다. 동시에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명

을 위한 존재론, 인식론의 철학적 배경도 소개한다.

126445  행정학특강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기존의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행정학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연구주제 및 주요 행정현안과 

연관된 주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한다.

126450  산업정책론 (Industrial Policy)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분야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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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책과 이와 연계된 재정, 금용정책에 대한사례 연

구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에 있어서의 정부의역할을 이

해한다.

126463 협상론 (Theories of Negotiation)

주민관계, 정부간관계, 의회관계, 공무원 및 노사관

리 등 정부활동 각 부문에 있어 점차 협상론은 그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관련이론과 실제에 대한학습

을 통해 행정현실 상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의 제고를 교

육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126464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

정부부문의 생산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한 정부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외 행정개

혁의 경험과 그 전망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나라행정개

혁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비전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 

소양에 대해 학습한다.

126466 행정인턴십(1) (Internship Program(1))

이 과정은 행정학 과정을 이수한 4학년 학생으로서 민

간 및 공공 부문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십1은 180시간 이상 민간 및 

공공부문의 기관에서 인턴으로 취업하여 실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은 사업체 혹은 연구소 등에서 일

정 기간 동안 실습을 하면서 동시에 학점도 취득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 및 

적용해보면서 자신을 뒤돌아 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 이

를 통해 자기 발전의 동기부여도 얻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인턴 과정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고, 취업 

후 요긴하게 활용될 전문적 실무능력도 배양하게 된다. 

126467 행정인턴십(2) (Internship Program(2))

이 과정은 행정학 과정을 이수한 4학년 학생으로서 민

간 및 공공 부문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십2는 인턴십1을 수강한 학생

이 360시간 이상 민간 및 공공부문의 기관에서 인턴으로 

취업하여 실습하고자 할때 수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 등

록하는 학생은 사업체 혹은 연구소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습을 하면서 동시에 학점도 취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 및 적용해보면서 

자신을 뒤돌아 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발

전의 동기부여도 얻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인턴 과정을 통

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고, 취업 후 요긴하게 활

용될 전문적 실무능력도 배양하게 된다.

126468 행정인턴십(3) (Internship Program(3))

이 과정은 행정학 과정을 이수한 4학년 학생으로서 

민간 및 공공 부문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

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십3은 인턴십1, 2를 

수강한 학생이 540시간 이상 민간 및 공공부문의 기

관에서 인턴으로 취업하여 실습하고자 할때 수강이 가

능하다. 이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은 사업체 혹은 연구

소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습을 하면서 동시에 학점

도 취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

을 현장에서 확인 및 적용해보면서 자신을 뒤돌아 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발전의 동기부여도 

얻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인턴 과정을 통해 취업과 관련

된 정보를 얻게 되고, 취업 후 요긴하게 활용될 전문적 

실무능력도 배양하게 된다.  

126500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6501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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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02 정치학 (Political Science)

정치현상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

장 기본적인 사회 현상이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지배하고 지배 받는 권력관계와 통치 현

상, 사회적 가치와 목표에 대한 합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의 형성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

치학은 사회 현상을 권력의형성과 배분, 통치 기구의 

기능과 구조, 정치제도와 인간의 정치적 행위 등을 이

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발전해 온 사회과학의 한 분과영

역이다.

126503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6504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265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tudy)

졸업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 방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126506  기획론 

 (Planning in the Public Sector)

국가, 지역, 조직 차원에서 요구되는 기획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며, 기획안을 직접 작성하고 발표하는 기

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계획수립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126510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6511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26515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6516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on  

 Educative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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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교과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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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행정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2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962 사회과학개론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200838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200839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2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2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200841 경제의이해

소                   계 11 11 0

2

교양필수 2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8 중국어회화(1)

교양필수 200821 일본어회화(1)

교양필수 200259 법학개론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2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2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2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2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2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200800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2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2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226016 사회과학을위한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3 14 0

2

1

교양필수 2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전공필수 226203 행정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6205 정책학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6211 행정모형과분석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213 행정계량분석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14 12 4

2

교양필수 2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9 중국어회화(2)

교양필수 200822 일본어회화(2)

전공필수 226200 재무행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6201 행정조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6202 조사방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6204 인사행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240 전자정부와인터넷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247 헌법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20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  419  -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필수 226303 지방행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341 조직행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348 사회복지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353 행정법(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355 정책형성론 3 3 0

소                   계 15 15 0

2

전공선택 226306 정책분석평가론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340 정부간관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342 산업정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347 정부와시민사회 3 3 0

전공선택 226350 행정법(2) 3 3 0

전공선택 226442 정부규제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7 2

4

1

전공선택 226345 한국행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440 환경정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443 리더쉽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451 행정이론세미나 3 3 0 졸업관련

소                   계 12 12 0

2

전공선택 226013 도시문제와정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447 전략기획론 3 3 0

전공선택 226460 행정사례연구 3 3 0

전공선택 226463 협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6464 행정개혁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5 15 0

합                   계 117 1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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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야간)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교과목 개요

200259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이론

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법적 마인드와 시각을 

함양한다.

200962  사회과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삶을 다각적

으로 탐구해 오면서 발전해 온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

학, 문화인류학 등등의 학문적 분과영역으로 구성된

다.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삶에 관한 학문적 연구

는 다양한 관점과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 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전

통이 어떻게 축적해 왔는지를 살펴 보는 한편,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의 사회 현상이 어떻게 상

호 연계되어 있는지를 탐구한다.

226013  도시문제와정책 (Urban Issues and  
 Policy)

대표적 도시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교통, 토지이

용, 환경 등과 관련된 현상의 이해와 정책분석을다룬다.

226016  사회과학을위한수학 (Mathmatics for  
 Social Science)

통계학, 조사방법론, 관리과학론 등 방법론 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수학적 능력을 미리 배양

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226200  재무행정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행정 주체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활동인 재무행정을 공부하며, 

예산의 기능, 예산제도의 발달, 예산과정, 예산개혁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226201  행정조직론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조직이론 및 조직관리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자, 조직의 환경, 이해관계자, 조직구조 설계, 조직의 

기술, 조직문화, 조직혁신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

께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 실태 사례를 분석한다.

226202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 문제의 규정,현

지조사의 설계, 자료수집 및 기초적 통계기법의 연관

성을 다룬다.

226203  행정학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다루며, 행정학의 발달과정,학

문적 성격, 접근방법, 주요이론 등을 소개하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정보, 지방자치, 행정개혁 등 세부 

연구분야에 대하여 소개한다.

226204  인사행정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활

동인 인사행정을 공부하며, 인적 자원의 충원, 능력발

전, 동기부여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

용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226205 정책학개론 (Public Policy)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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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학에 대하여 다루며, 정책결

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이론과정책연

구의 여러 방법론을 다룬다.

226211  행정모형과분석 (Public  
 Administration Model and  
 Analysis)

행정전산화의 본질과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하고 동시에 행정실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컴

퓨터 언어교육을 다룬다.

226213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in Public Administration)

기초적인 통계분석, 즉 확률본, 표본론, 상관분석,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배우고, 컴퓨터 실습을 통해

통계기법의 적용과 결과의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226240  전자정부와인터넷 
 (E-Government and Internet)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구축되

는 행정정보체계의 역할, 구성, 개발 및 운영을 다룬다.

226247 헌법 (Constitutional Law)

정부활동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

한다.

226303  지방행정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지방행정의 개념, 역사적 발전, 조직, 재무, 인사,

기획, 중앙통제, 지역개발과 그 전략을 다룬다.

226306  정책분석평가론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대안의 탐색 및 선택을 위한

기존의 제반 기법을 이해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실제를 배운다.

226340  정부간관계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간, 수평적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 간의 권한, 기

능, 물적·인적자원 등의 관계를 개괄한다.

226341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내 인간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조직구

성원의 개인적 특성과 집단에서의 활동 및 조직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분석방법을 습득

한다. 지각과 학습, 동기부여, 집단행동, 갈등,의사소

통, 권력과 정치, 리더십, 조직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226342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정책과이와 

연관된 재정·금용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이해한다.

226343 관리과학 (Management Science)

226344 지역개발 (Regional Development)

226345  한국행정론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의 문화, 조직, 제도, 과정 등을 다루고,한

국행정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고찰 한다.

226347  정부와시민사회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현대 사회의 대규모 조직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인 

관료제의 역할, 기능, 변화 등을 민주주의와의 관계속

에서 연구한다.

226348 사회복지론 (Social Welfare Theory)

복지이념과 복지지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주요 

국가의 복지정책을 비교·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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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50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2))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을 공부

하며, 행정작용상 의제원칙, 입법행정행위, 행정법과 

행정강제, 행정상의 쟁송 등을 다룬다.

226353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1))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을 공부

하며, 행정작용상 의제원칙, 입법행정행위, 행정법과 

행정강제, 행정상의 쟁송 등을 다룬다.

226355 정책형성론 (Policy Formulation)

정책결정의 과정(의제설정, 정책형성, 집행 및 평

가), 참여자(공식적인 참여자인 대통령, 관료, 의회와 

비공식적인 참여자인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환경

에 관련된 이론과 실습에 관하여 학습한다.

226440 환경정책 (Environment Policy)

환경정책과정, 정책수단, 평가기법, 정책사례, 국

제 환경 조약 등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환경정책과 관련된 다양한지식을 

습득하고 분석능력을 함양한다.

226442  정부규제론 
 (Government Regulation)

정부의 기업규제, 보조, 산업정책을 분석하며, 정부

와 기업간의 교호작용 방식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226443 리더쉽 (Leadership)

행정관리 및 정책결정의 가치기준으로서 공익, 효율

과 형평, 적법절차 등과 개별 공무원의 행정지침이라

고 할 수 있는 공직윤리로서의 권리, 의무와 공직등에 

대한 내용을 취급한다. 동시에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

명을 위한 존재론, 인식론의 철학적 배경도 소개한다.

226447 전략기획론 (Strategic Planning)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영역들을 체계적으

로 검토하고, 한국 공기업의 현황과 효율성 증진을위

한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226451  행정이론세미나 (Seminar in  
 Administrative Theory)

공공선택이론 등 최신의 행정이론분야를 폭넓게소개

함으로써, 날로 복잡화·전문화되어가고 있는현대 행

정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을 심화시킨다.

226460  행정사례연구 (Case Str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정현상

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 응용하고 그 이해를 증

진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226463 협상론 (Theories of Negotiation)

주민관계, 정부간관계, 의회관계, 공무원 및 노사관

리 등 정부활동 각 부문에 있어 점차 협상론은 그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관련이론과 실제에 대한학습

을 통해 행정현실 상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의 제고를 교

육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226464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

최근 국내외에 걸쳐 정부부문의 생산성과 대응성제

고를 위한 정부운영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가 거세

어지고 있는 바, 본 교육과정에서는 국내외 행정개혁

의 경험과 그 전 망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나라행정개혁

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비전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 소

양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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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학과 교과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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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자치행정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2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962 사회과학개론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200838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200839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2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2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200841 경제의이해

교양선택 200180 심리학 3 3 0

교양선택 200539 현대국제관계론 3 3 0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소                   계 17 17 0

2

교양필수 2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8 중국어회화(1)

교양필수 200821 일본어회화(1)

교양필수 2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259 법학개론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2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2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2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

교양필수 2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200800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2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200864 생명과인간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선택 238001 사회과학을위한수학 3 3 0

소                   계 17 18 0

2 1

교양필수 2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827 영어(5) 2 2 0

전공필수 238002 행정학 3 3 0

전공필수 238003 정책학개론 3 3 0

전공필수 238004 행정모형과분석 3 2 2

전공선택 238005 행정계량분석 3 2 2

전공선택 238006 경제분석론 3 3 0

소                   계 19 17 4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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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2

교양필수 2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9 중국어회화(2)

교양필수 200822 일본어회화(2)

전공필수 238007 재무행정 3 3 0

전공필수 238008 행정조직론 3 3 0

전공필수 238009 조사방법론 3 3 0

전공필수 238010 인사행정 3 3 0

전공선택 238011 전자정부와인터넷 3 3 0

전공선택 238012 헌법 3 3 0

소                   계 19 20 0

3

1

교양선택 200713 영어(3) 2 2 0

전공필수 238013 지방행정 3 3 0

전공선택 238014 조직행동 3 3 0

전공선택 238016 사회복지론 3 3 0

전공선택 238017 행정법(1) 3 3 0

전공선택 238018 정책형성론 3 3 0

전공선택 238020 합리적의사결정론 3 3 0

소                   계 20 20 0

2

교양선택 200714 영어(4) 2 2 0

전공선택 238015 정부와시민사회 3 3 0

전공선택 238021 정책분석평가론 3 2 2

전공선택 238022 정부간관계 3 3 0

전공선택 238023 산업정책 3 3 0

전공선택 238024 행정법(2) 3 3 0

전공선택 238032 정부와기업 3 3 0

소                   계 20 19 2

4

1

전공선택 238025 한국행정론 3 3 0

전공선택 238026 환경정책 3 3 0

전공선택 238027 리더쉽 3 3 0

전공선택 238028 프로젝트관리 3 3 0

전공선택 238029 사회문제와정책 3 3 0

전공선택 238030 행정이론세미나 3 3 0

전공선택 238031 민법 3 3 0

소                   계 21 21 0

2

전공선택 238019 도시문제와정책 3 3 0

전공선택 238033 거버넌스 3 3 0

전공선택 238034 전략기획론 3 3 0

전공선택 238035 행정사례연구 3 3 0

전공선택 238036 협상론 3 3 0

전공선택 238037 행정개혁론 3 3 0

소                   계 18 18 0

합                   계 154 153 6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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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학과  (야간)

(Department of Local Governance)

◈ 교과목 개요

238001  사회과학을위한수학 
 (Mathmatics for Social Science)

통계학, 조사방법론, 관리과학론 등 방법론 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수학적 능력을 미리 배양

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238002  행정학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다루며, 행정학의 발달과정,학

문적 성격, 접근방법, 주요이론 등을 소개하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정보, 지방자치, 행정개혁 등 세부 

연구분야에 대하여 소개한다.

238003  정책학개론 (Public Policy)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학에 대하여 다루며, 정책결

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이론과정책연

구의 여러 방법론을 다룬다.

238004  행정모형과분석 (Public  
 Administration Model and  
 Analysis)

행정전산화의 본질과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하고 동시에 행정실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컴

퓨터 언어교육을 다룬다.

238005  행정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in Public Administration)

기초적인 통계분석, 즉 확률본, 표본론, 상관분석,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배우고, 컴퓨터 실습을 통해

통계기법의 적용과 결과의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238006 경제분석론 (Economic Analysis)

경제학에 대한 지식은 시장경제 뿐 아니라, 정부활

동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매우 긴요하다. 이과

정에서는 기본적인 경제분석기법과 지식을 교육하고, 

상급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정부활동 분석에 필요한 입

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238007  재무행정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행정 주체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활동인 재무행정을 공부하며, 

예산의 기능, 예산제도의 발달, 예산과정, 예산개혁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238008  행정조직론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조직이론 및 조직관리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자, 조직의 환경, 이해관계자, 조직구조 설계, 조직의 

기술, 조직문화, 조직혁신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

께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 실태 사례를 분석한다.

238009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 문제의 규정,현

지조사의 설계, 자료수집 및 기초적 통계기법의 연관

성을 다룬다.

238010  인사행정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활

동인 인사행정을 공부하며, 인적 자원의 충원, 능력발

전, 동기부여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

용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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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11  전자정부와인터넷 
 (E-Government and Internet)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구축되

는 행정정보체계의 역할, 구성, 개발 및 운영을 다룬다.

238012 헌법 (Constitutional Law)

정부활동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

한다.

238013  지방행정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지방행정의 개념, 역사적 발전, 조직, 재무, 인사,

기획, 중앙통제, 지역개발과 그 전략을 다룬다.

238014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내 인간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조직구

성원의 개인적 특성과 집단에서의 활동 및 조직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분석방법을 습득

한다. 지각과 학습, 동기부여, 집단행동, 갈등,의사소

통, 권력과 정치, 리더십, 조직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238015  정부와시민사회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현대 사회의 대규모 조직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인 

관료제의 역할, 기능, 변화 등을 민주주의와의 관계속

에서 연구한다.

238016 사회복지론 (Social Welfare Theory)

복지이념과 복지지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주요 

국가의 복지정책을 비교·연구한다.

238017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1))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을 공부

하며, 행정작용상 의제원칙, 입법행정행위, 행정법과 

행정강제, 행정상의 쟁송 등을 다룬다.

238018 정책형성론 (Policy Formulation)

정책결정의 과정(의제설정, 정책형성, 집행 및 평

가), 참여자(공식적인 참여자인 대통령, 관료, 의회와 

비공식적인 참여자인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환경

에 관련된 이론과 실습에 관하여 학습한다.

238019  도시문제와정책 
 (Urban Issues and Policy)

대표적 도시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교통, 토지이

용, 환경 등과 관련된 현상의 이해와 정책분석을다룬다.

238020  합리적의사결정론 (Management  
 Science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다양한 계량기법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책문제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분석적 접근을 다룬다.

238021  정책분석평가론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대안의 탐색 및 선택을 위한

기존의 제반 기법을 이해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실제를 배운다.

238022  정부간관계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간, 수평적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 간의 권한, 기

능, 물적·인적자원 등의 관계를 개괄한다.

238023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정책과이와 

연관된 재정·금용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이해한다.

238024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2))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정책과이와 

연관된 재정·금용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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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25  한국행정론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의 문화, 조직, 제도, 과정 등을 다루고,한

국행정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고찰 한다.

238026 환경정책 (Environment Policy)

환경정책과정, 정책수단, 평가기법, 정책사례, 국

제 환경 조약 등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환경정책과 관련된 다양한지식을 

습득하고 분석능력을 함양한다.

238027 리더쉽 (Leadership)

행정관리 및 정책결정의 가치기준으로서 공익, 효율

과 형평, 적법절차 등과 개별 공무원의 행정지침이라

고 할 수 있는 공직윤리로서의 권리, 의무와 공직등에 

대한 내용을 취급한다. 동시에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

명을 위한 존재론, 인식론의 철학적 배경도 소개한다.

238028 프로젝트관리  (Project Management)

경제정책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하고 경제정책의정보

로서 사회지표, 경제지표, 국민생활의 지표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역학적 관계와, 

경제 함수 및 평가분석을 연구함으로써 보다정확하게 

현실사회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촉구한다.

238029  사회문제와정책 
 (Social Problems and Policies)

공공선택이론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행정이론분야

를 폭넓게 소개하고, 날로 복잡화·전문화되어가고 있

는 현대 행정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을 심화시킨다.

238030  행정이론세미나 (Seminar in  
 Administrative Theory)

공공선택이론 등 최신의 행정이론분야를 폭넓게소개

함으로써, 날로 복잡화·전문화되어가고 있는현대 행

정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을 심화시킨다.

238031  민법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은 법학일반의 기초가 되는 강좌로서 시민의사

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법률적기반

을 탐구한다. 민법의 기본원리와 권리의무의 의의, 권

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

인, 특히 법률행위를 강의한다.

238032  정부와기업 
 (Government and Business)

정부의 기업규제, 보조, 산업정책을 분석하며, 정부

와 기업간의 교호작용 방식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238033 거버넌스 (Governance Study)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다

양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이라는 포

괄적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의 의미와 논리를 정리하고, 

행정 및 정책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이론과 실제

를 종합적으로 강의한다.

238034 전략기획론 (Strategic Planning)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영역들을 체계적으

로 검토하고, 한국 공기업의 현황과 효율성 증진을위

한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238035  행정사례연구 (Cas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정현상

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 응용하고 그 이해를 증

진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238036 협상론 (Theories of Negotiation)

주민관계, 정부간관계, 의회관계, 공무원 및 노사관

리 등 정부활동 각 부문에 있어 점차 협상론은 그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관련이론과 실제에 대한학습

을 통해 행정현실 상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의 제고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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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238037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

최근 국내외에 걸쳐 정부부문의 생산성과 대응성제

고를 위한 정부운영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가거세

어지고 있는 바, 본 교육과정에서는 국내외 행정개혁

의 경험과 그 전 망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나라행정개혁

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비전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 소

양에 대해 학습한다.





영   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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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영어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516 서양고전읽기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선택 124107 영어강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205 영문법(1)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0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524 대중문화의이해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124206 영문법(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00 영어청취 3 3 0

소                   계 16 17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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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24207 영어학입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4501 영미문학입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013 영어와시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217 영어회화(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324 영화와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356 관광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449 영미단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453 영어교수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02 영작문(1)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9 29 0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선택 124209 영어음성음운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218 영어회화(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312 무역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460 영어교육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03 현대영미드라마 3 3 0

전공선택 124504 영국문학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05 영작문(2)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2 23 0

3 1

전공선택 124310 영어통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315 영미문화연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06 셰익스피어 3 3 0

전공선택 124507 번역이론과실제(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08 통역연습(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09 TEFL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0 학술영작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1 코업(1) 6 0 0

전공선택 124512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39 21 0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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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24012 미디어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208 영어발달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309 영미소설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3 미국문학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4 번역이론과실제(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5 통역연습(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6 화용론과영어교육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7 영어의미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8 과학기술영작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19 코업(2) 6 0 0

전공선택 124520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24998 타대학이수과목(1) 3 3 0

소                   계 48 30 0

4

1

전공선택 124321 영어교육교재개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322 현장실습(1) 3 0 0

전공선택 124323 현장실습(2) 3 0 0

전공선택 124456 영미문학특강(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21 영어통번역특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22 영어평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23 영어학특강(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24 코업(3) 6 0 0

전공선택 124525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39 15 0

2

전공선택 124316 영어프리젠테이션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322 현장실습(1) 3 0 0

전공선택 124323 현장실습(2) 3 0 0

전공선택 12432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457 영미문학특강(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26 영어교육특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27 영어학특강(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4528 코업(4) 6 0 0

전공선택 124529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39 15 0

합                   계 250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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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주간)

(Department of English)

◈ 교과목 개요

124012 미디어영어 (English in Media)

영어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미디어 속에 나타

나는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 언

어와 영미권 문화를 함께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124013  영어와시사 
 (English and Current Events)

영자 신문과 잡지의 기사, CNN과 BCC 영어 방송

의 다양한 기사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의사소

통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현대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124107 영어강독 (English Reading)

다양한 영문의 접촉과 속독연습을 통해 영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초급에서 고급영문까지 단계별

로 기른다.

124205 영문법(1) (English Grammar(1))

전통문법의 토대위에서 현대영어의 정확한 습득과 

응용 능력을 단계별로 증진시킨다.

124206 영문법(2) (English Grammar(2))

전통문법의 토대위에서 현대영어의 정확한 습득과 

응용 능력을 단계별로 증진시킨다.

124208  영어발달사 
 (History of English Language)

고대영어, 중세영어, 초기 근대영어까지의 변천과정

을 살피면서 현대의 영어가 있게 된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124207  영어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 음성학, 음운론, 형태

론, 통사론, 의미론의 기본개념을 익히면서 영어학의 

전반적인 것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개관한다.

124209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 Phonology)

다양한 영어음의 음성현상과 체계를 분석하고 조음, 

음향 등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함과 동시에 음운론의 기

초를 다진다.

124217  영어회화(1) 
 (English Conversation(1))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

적인 단계에서 원어민과 직접 영어로 접촉함으로서 외

국인과의 접촉에 대한 공포심의 해소는 물론 듣고 말하

는 능력을 기른다.

124309 영미소설 (English Fiction)

영미소설의 대표작을 읽고,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이해한다. 소설 장르의 특성을 통

해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자 한다. 민족, 성, 종교 등 다양한 담론에 대한 이해

도 높인다.

124310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최신 현대 언어학 이론에 입각하여 현대 영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 검토한다.

124312  무역영어 (English in International  
 trading and Marketing)

국제무역과 마케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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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숙달을 통해 무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쓰

기와 말하기 실력을 익힌다.

124315  영미문화연구 
 (Studies of English Culture)

문화는 최근의 많은 논의에서 중요한 관심거리이며, 

특히 대중문화는 더 이상 주변의 문화가 아닌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24316  영어프리젠테이션 
 (English Presentation)

영어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컴퓨터 제작활용능

력을 배양하여 유창한 영어발표능력을 기른다.

124321  영어교육교재개발 (English Education  
 Materials development)

효과적인 영어교수법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

여 영어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124322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각종 산업체의 영어 관련 업무를 실습함으로써 영어

능력의 현장응용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교육으로연결하

는 과정이다.

124323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각종 산업체의 영어 관련 업무를 실습함으로써 영어

능력의 현장응용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교육으로연결하

는 과정이다.

124324 영화와영어 (Movies and English)

양질의 영화를 통해 영미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심

도 있게 익히고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2432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영어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영어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어휘와 표현의 연습, 상황별 내용 학습 및 

대화 연습을 하며, 효과먹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알

아야 할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124356 관광영어 (English in Tourism)

관광 분야 전반에 걸친 실용·실무 영어의 이해와 활

용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광업 

종사자로서 또는 관광객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관광 실

무 및 관광지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124449 영미단편 (English Short Stories)

영국,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 출신의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통해서 시대의 담론과 문학 전통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어 독해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4453  영어교수법 
 (Teaching Method of English)

외국어 교수법의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을 익힌다.

124456  영미문학특강(1) (Special Topics  
 i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1))

영미 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선별된 영미 문학 작품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고, 문학 및 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함양한다.

124457  영미문학특강(2) (Special Topics  
 i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2))

영미 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선별된 영미 문학 작품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고, 문학 및 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함양한다.

124460  영어교육론 (English Education)

언어습득, 언어심리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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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영어교육, 영어 교과교육 등의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배경을 학습한다.

124500 영어청취 (English Listening)

영어의 원음을 청취하여 구어체의 숙달 및 영어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124501  영미문학입문 (Introduction to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문학의 주요 장르인 시, 소설, 희곡에 대한 기초 지

식을 익히고 영미 시, 영미 소설, 영미 희곡을 이해하

고 분석하는 방법과 시각을 습득한다.

124502 영작문(1) (English Composition(1))

영어를 통한 의사표현의 기본 단계로서 적절한 어휘 

선택과 문장 및 단락구성의 학습을 통하여 표현능력을 

기른다.

124503  현대영미드라마 (Modern British and  
 American Drama)

서양 드라마의 기초를 이해하고 현대 및 최근 영미극

작가의 작품을 선별하여 읽고 이해한다. 아울러 영미

드라마 대사 읽기 연습을 통해 살아있는 영어를 습득한다.

124504  영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English Literature)

영국문학의 역사적 전통을 배움으로써 시대적 정신

과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담론들의 

형성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124505 영작문(2) (English Composition(2))

영어를 통한 의사표현의 기본 단계로서 적절한 어휘 

선택과 문장 및 단락구성의 학습을 통하여 표현능력을 

기른다.

124506 셰익스피어 (Shakespeare)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선별하

여 읽고 이해함으로써 셰익스피어 및 영국 르네상스 문

학/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고, 세련된 고급 영어 

표현을 익힌다.

124507  번역이론과실제(1) (Translation  
 Theories and Practice(1))

영어를 가장 적절한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한 이론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을 통해 실제 번역 실력을 연마한다.

124508  통역연습(1) 
 (Interpretation Practice(1))

커뮤니케이션 툴로써의 통역의 의미를 이해하고 통

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영어 청취이해 능력과 한국어와 영어

의 표현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주제별로 

주로 영→한 통역의 과정을 통해 영어 듣기 훈련과 한

국어와 영어의 어휘와 문장구사 연습을 한다.

124509  TEFL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본 교과목은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학

습자의 언어습득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개발에 주된 목적을 둔다. 이에 본 강좌는 영어의 4기

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능력을 향

상하는 요구되는 필수적인 이론과 교수방법에 집중을 

한다.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서 영어의 4기능을 향

상하는 데 요구되는 개별 원칙과 교수법을 이해하고, 

동시에 교수요목의 작성을 통한 실질적인 교수기술의 

향상이 요구된다.

124510  학술영작문 
 (Academic English Writing)

학문적 분야에서 요구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문단쓰기부터 시작하여 에세이, 요약문, 논문등

을 쓰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영역을 익힌다.

124511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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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4512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24513  미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Literature)

미국 건국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문학

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미국 문학 작품을 선별

하여 읽음으로써 미국 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는다.

124514  번역이론과실제(2) (Translation  
 Theories and Practice(2))

번역 이론과 실제 1에서 익힌 이론과 번역 실력을 기

반으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

역하는 심도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번역이론과실제(1)을 필수적으로 선 이수해야 수강할 

수 있음.

124515  통역연습(2) 
 (Interpretation Practice(2))

통역 실무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주제별로 중급 수준의 영→한, 한→영 통

역 과정을 통해 영어 청취이해 훈련과 한국어와 영어의 

어휘와 문장구사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다.

124516  화용론과영어교육 (Pragmatics in  
 English Education)

언어의 실제 사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며 화

용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이것을 실제 상황에

서 영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이론적인 개념을 실제 예를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한다.

124517  영어의미론 (English Semantics)

최신 현대 언어학 이론에 입각하여 현대 영어의 의미

구조를 분석 검토한다.

124518 과학기술영작문 (Technical Writing)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을 기

르는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정확한 표

현능력 등을 글쓰기를 통해 향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124519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4520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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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21  영어통번역특강 (Special Topics  
 in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영어통번역 분야에서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

을 선정하여 심도있게 탐구하고 국제회의 전문통역 등 

고급 수준의 통역 연습을 병행한다.

124522 영어평가 (English Assessment)

본 영어평가 교과목은 영어평가의 기본개념을 이해

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교과목을 

통해서 영어평가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영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적용능력을 기른다.

124523  영어학특강(1) (Special Topics in  
 English Linguistics(1))

영어학에 관련된 특정 주제나 최신 영어학 이론을 선

택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124524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4525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24526  영어교육특강 
 (Issues in English Education)

본 교과목은 영어교육의 현재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의 핵심적인 주제

를 고찰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본 강좌

는 최근의 영어교육의 이론 및 연구의 포괄적인 이해력

과 비판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강독을 

통해서 최근에 강조되는 다양한 이론 및 이슈를 이해하

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토론참여와 발표가 요구된다.

124527  영어학특강(2) (Special Topics in  
 English Linguistics(2))

영어학에 관련된 특정 주제나 최신 영어학 이론을 선

택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124528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4529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on  
 Educative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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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영어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2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516 서양고전읽기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200838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200839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2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2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200841 경제의이해

전공선택 224205 영문법(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251 영어강독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7 17 0

2

교양필수 2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8 중국어회화(1)

교양필수 200821 일본어회화(1)

교양필수 200524 대중문화의이해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2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2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2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2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2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200800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2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2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224206 영문법(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00 영어청취 3 3 0

소                   계 16 17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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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2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전공필수 224207 영어학입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4501 영미문학입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013 영어와시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217 영어회화(1)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324 영화와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356 관광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449 영미단편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453 영어교수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02 영작문(1)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27 27 0

2

교양필수 2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9 중국어회화(2)

교양필수 200822 일본어회화(2)

전공선택 224209 영어음성음운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218 영어회화(2)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312 무역영어 3 0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460 영어교육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03 현대영미드라마 3 3 0

전공선택 224504 영국문학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05 영작문(2) 2 2 0 복수(부)전공

소                   계 20 18 0

3 1

전공선택 224315 영미문화연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359 영어통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06 셰익스피어 3 3 0

전공선택 224507 번역이론과실제(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08 통역연습(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09 TEFL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0 학술영작문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1 영어회화(3)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2 영작문(3)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3 코업(1) 6 0 0

전공선택 224514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42 24 0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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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224012 미디어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208 영어발달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360 영미소설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5 미국문학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6 번역이론과실제(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7 통역연습(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8 화용론과영어교육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19 영어의미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0 과학기술영작문 2 2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1 코업(2) 6 0 0

전공선택 224522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44 26 0

4

1

전공선택 224321 영어교육교재개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322 현장실습(1) 3 0 0

전공선택 224323 현장실습(2) 3 0 0

전공선택 224456 영미문학특강(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3 영어통번역특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4 영어평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5 영어학특강(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6 코업(3) 6 0 0

전공선택 224527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39 15 0

2

전공선택 224316 영어프리젠테이션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322 현장실습(1) 3 0 0

전공선택 224323 현장실습(2) 3 0 0

전공선택 22432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영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457 영미문학특강(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8 영어교육특강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29 영어학특강(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4530 코업(4) 6 0 0

전공선택 224531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39 15 0

합                   계 244 1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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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야간)

(Department of English)

◈ 교과목 개요

224012 미디어영어 (English in Media)

영어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미디어 속에 나타

나는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 언

어와 영미권 문화를 함께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224013  영어와시사 

 (English and Current Events)

영자 신문과 잡지의 기사, CNN과 BCC 영어 방송

의 다양한 기사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의사소

통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현대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224205  영문법(1) (English Grammar(1))

전통문법의 토대위에서 현대영어의 정확한 습득과 

응용 능력을 단계별로 증진시킨다.

224206 영문법(2) ( English Grammar(2))

전통문법의 토대위에서 현대영어의 정확한 습득과 

응용 능력을 단계별로 증진시킨다.

224207  영어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 음성학, 음운론, 형태

론, 통사론, 의미론의 기본개념을 익히면서 영어학의 

전반적인 것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개관한다.

224208  영어발달사 

 (History of English Language)

고대영어, 중세영어, 초기 근대영어까지의 변천과정

을 살피면서 현대의 영어가 있게된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224209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 Phonology)

다양한 영어음의 음성현상과 체계를 분석하고 조음, 

음향 등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함과 동시에 음운론의 기

초를 다진다.

224217  영어회화(1) (English Conversation(1))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

적인 단계에서 원어민과 직접 영어로 접촉함으로서 외

국인과의 접촉에 대한 공포심의 해소는 물론 듣고 말하

는 능력을 기른다.

224218  영어회화(2) (English Conversation(2))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

적인 단계에서 원어민과 직접 영어로 접촉함으로서 외

국인과의 접촉에 대한 공포심의 해소는 물론 듣고 말하

는 능력을 기른다.

224251 영어강독 (English Reading)

다양한 영문의 접촉과 속독연습을 통해 영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초급에서 고급영문까지 단계별

로 기른다.

224312  무역영어 (English in International  
 trading and Marketing)

국제무역과 마케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

의 숙달을 통해 무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쓰

기와 말하기 실력을 익힌다.

224315  영미문화연구 
 (Studies of English Culture)

문화는 최근의 많은 논의에서 중요한 관심거리이며, 

특히 대중문화는 더 이상 주변의 문화가 아닌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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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24316  영어프리젠테이션 
 (English Presentation)

영어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컴퓨터 제작활용능

력을 배양하여 유창한 영어발표능력을 기른다.

224321  영어교육교재개발 (English Education  
 Materials development)

효과적인 영어교수법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

여 영어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224322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각종 산업체의 영어 관련 업무를 실습함으로써 영어

능력의 현장응용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교육으로연결하

는 과정이다.

224323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각종 산업체의 영어 관련 업무를 실습함으로써 영어

능력의 현장응용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교육으로연결하

는 과정이다.

224324 영화와영어 (Movies and English)

양질의 영화를 통해 영미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심

도 있게 익히고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2432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영어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영어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어휘와 표현의 연습, 상황별 내용 학습 및 

대화 연습을 하며, 효과먹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알

아야 할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224356  관광영어 (English in Tourism)

관광 분야 전반에 걸친 실용·실무 영어의 이해와 활

용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광업 

종사자로서 또는 관광객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관광 실

무 및 관광지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224359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최신 현대 언어학 이론에 입각하여 현대 영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 검토한다.

224360 영미소설 (English Fiction)

영미소설의 대표작을 읽고,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이해한다. 소설 장르의 특성을 통

해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자 한다. 민족, 성, 종교 등 다양한 담론에 대한 이해

도 높인다.

224365 미디어영어 (English in Media)

영어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미디어 속에 나타

나는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 언

어와 영미권 문화를 함께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224449 영미단편 (English Short Stories)

영국,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 출신의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통해서 시대의 담론과 문학 전통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어 독해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224453  영어교수법 
 (Teaching Method of English)

외국어 교수법의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을 익힌다.

224456  영미문학특강(1) (Special Topics  
 i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1))

영미 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선별된 영미 문학 작품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고, 문학 및 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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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57  영미문학특강(2) Special Topics  
 i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2)

영미 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선별된 영미 문학 작품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고, 문학 및 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함양한다.

224460  영어교육론 (English Education)

언어습득, 언어심리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는 물론, 

조기 영어교육, 영어 교과교육 등의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배경을 학습한다.

224500 영어청취 (English Listening)

영어의 원음을 청취하여 구어체의 숙달 및 영어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224501  영미문학입문 (Introduction to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문학의 주요 장르인 시, 소설, 희곡에 대한 기초 지

식을 익히고 영미 시, 영미 소설, 영미 희곡을 이해하

고 분석하는 방법과 시각을 습득한다.

224502 영작문(1) (English Composition(1))

영어를 통한 의사표현 단계로서 적절한 어휘 선택과 

문장 및 단락구성의 학습을 통하여 표현능력을 기른다

224503  현대영미드라마 (Modern British and  
 American Drama)

서양 드라마의 기초를 이해하고 현대 및 최근 영미극

작가의 작품을 선별하여 읽고 이해한다. 아울러 영미

드라마 대사 읽기 연습을 통해 살아있는 영어를 습득한다.

224504  영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English Literature)

영국문학의 역사적 전통을 배움으로써 시대적 정신

과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담론들의 

형성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224505  영작문(2) (English Composition(2))

영어를 통한 의사표현 단계로서 적절한 어휘 선택과 

문장 및 단락구성의 학습을 통하여 표현능력을 기른다

224506 셰익스피어 (Shakespeare)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선별하

여 읽고 이해함으로써 셰익스피어 및 영국 르네상스 문

학/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고, 세련된 고급 영어 

표현을 익힌다.

224507  번역이론과실제(1) (Translation  
 Theories and Practice(1))

영어를 가장 적절한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한 이론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을 통해 실제 번역 실력을 연마한다.

224508  통역연습(1) (Interpretation Practice(1))

커뮤니케이션 툴로써의 통역의 의미를 이해하고 통

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영어 청취이해 능력과 한국어와 영어

의 표현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주제별로 

주로 영→한 통역의 과정을 통해 영어 듣기 훈련과 한

국어와 영어의 어휘와 문장구사 연습을 한다.

224509  TEFL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본 교과목은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학

습자의 언어습득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개발에 주된 목적을 둔다. 이에 본 강좌는 영어의 4기

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능력을 향

상하는 요구되는 필수적인 이론과 교수방법에 집중을 

한다.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서 영어의 4기능을 향

상하는 데 요구되는 개별 원칙과 교수법을 이해하고, 

동시에 교수요목의 작성을 통한 실질적인 교수기술의 

향상이 요구된다.

224510  학술영작문  
 (Academic English Writing)

학문적 분야에서 요구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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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문단쓰기부터 시작하여 에세이, 요약문, 논문등

을 쓰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영역을 익힌다.

224511  영어회화(3) 
 (English Conversation(3))

일상생활에서의 별로 불편 없이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듣고 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원어민과 

직접 접촉한다.

224512  영작문(3) (English Composition(3))

일상생활에서 영문을 통하여 자기의 감정과 의사

를 표현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학습하는 중간 단계

이다. 아울러 원어민의 직접지도하에 영어다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224513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24514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224515  미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Literature)

미국 건국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문학

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미국 문학 작품을 선별

하여 읽음으로써 미국 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는다.

224516  번역이론과실제(2) (Translation  
 Theories and Practice(2))

번역 이론과 실제 1에서 익힌 이론과 번역 실력을 기

반으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

역하는 심도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번역이론과실제(1)을 필수적으로 선 이수해야 수강할 

수 있음.

224517  통역연습(2) (Interpretation  
 Practice(2))

통역 실무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주제별로 중급 수준의 영→한, 한→영 통

역 과정을 통해 영어 청취이해 훈련과 한국어와 영어의 

어휘와 문장구사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다.

224518  화용론과영어교육 (Pragmatics in  
 English Education)

언어의 실제 사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며 화

용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이것을 실제 상황에

서 영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이론적인 개념을 실제 예를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한다.

224519 영어의미론 (English Semantics)

최신 현대 언어학 이론에 입각하여 현대 영어의 의미

구조를 분석 검토한다.

224520 과학기술영작문 (Technical Writing)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을 기

르는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정확한 표

현능력 등을 글쓰기를 통해 향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224521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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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24522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224523  영어통번역특강 (Special Topics  
 in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영어통번역 분야에서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

을 선정하여 심도있게 탐구하고 국제회의 전문통역 등 

고급 수준의 통역 연습을 병행한다.

224524 영어평가 (English Assessment)

본 영어평가 교과목은 영어평가의 기본개념을 이해

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교과목을 

통해서 영어평가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영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적용능력을 기른다.

224525  영어학특강(1) (Special Topics in  
 English Linguistics(1))

영어학에 관련된 특정 주제나 최신 영어학 이론을 선

택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224526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24527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224528  영어교육특강 (Issues in English  
 Education)

본 교과목은 영어교육의 현재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의 핵심적인 주제

를 고찰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본 강좌

는 최근의 영어교육의 이론 및 연구의 포괄적인 이해력

과 비판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강독을 

통해서 최근에 강조되는 다양한 이론 및 이슈를 이해하

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토론참여와 발표가 요구된다.

224529  영어학특강(2) (Special Topics in  
 English Linguistics(2))

영어학에 관련된 특정 주제나 최신 영어학 이론을 선

택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224530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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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24531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on  
 Educative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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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문예창작학과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518 신화의세계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529 동양고전읽기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선택 129113 현대문학사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0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594 문학의세계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선택 129249 현대시읽기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251 현대소설읽기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6 17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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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29203 현대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9205 현대소설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9250 구비문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114 표준어법과바른문장 3 3 0

전공선택 129253 희곡읽기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7 17 0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29202 희곡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9204 시창작기초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9206 소설창작기초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9301 문학비평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107 고전문학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302 문예사조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9 20 0

3 1

전공필수 129305 희곡창작기초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108 고전산문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115 어린이교육과문학 3 3 0

전공선택 129341 시창작연습(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343 소설창작연습(1)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354 문학비평연습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18 15 6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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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29109 고전시가의이해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116 어린이심리와창작 3 2 2

전공선택 129342 시창작연습(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344 소설창작연습(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351 희곡창작연습(1)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15 11 8

4

1

전공선택 129117 영상예술과창작 3 2 2

전공선택 129441 시창작연습(3)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443 소설창작연습(3)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446 희곡창작연습(2)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9465 한국문학현장답사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15 10 10

2

전공선택 129106 독서교육및논술지도법 3 3 0

전공선택 129112 출판산업과편집 3 2 2

전공선택 129118 문화사업과광고 3 2 2

전공선택 129119 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 3 2 2

전공선택 129120 서울지역문학공간연구 3 2 2

소                   계 15 11 8

합                   계 133 1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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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학과  (주간)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 교과목 개요

129106  독서교육및논술지도법 
 (Essay Teaching Nethodothogy)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가

는 논술교육의 지향점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학습한다. 

논술의 기본 개념과 학습목표를 익힌 후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논술교육의 교수법을 실습한다.초, 중등생 

및 일반인의 독서지도 및 논술교육을 행할 수 있는 자

격을 갖추게 하여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을 돕는다.

129107  고전문학사 (A Korean Classical  
 Literary History)

한국문학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연속되어 있다. 문학

사의 전통을 이해해야 현대문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

람 있는 창작을 할 수 있다. 고전문학사는 원시시대로

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고전문학의 시대구분, 문학갈래, 담당층, 작품의 

현실 및 사상적 배경을 공부한다. 현대문학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129108  고전산문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Classical Prose)

고대신화·전설·민담에서 시작하여 고려시대의가

전체, 조선시대의 판소리, 고소설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작품의 발전 전승과정, 문학사적 위치, 형식과 

내용의 특징, 작자, 작품연구 등 고전 서사문학 전반을 

연구한다.

129109  고전시가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Poetry)

고전시가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현대로 이어지는한

국문학사의 면면한 흐름을 이해한다. 중요 작품 전문

을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 작품의 내적·

외적의미와 미적가치 등 우리민족의 전통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실제 창작에 응용해본다.

129112  출판산업과편집 
 (Publishing and Editing)

각종 문헌 편집과 광고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실용 

중심의 이론 및 그 실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129113  현대문학사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한국현대문학사를 체계적으로 계통별로 공부한

다.개화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의 시

대별로 유파별로 작가별로 공부한다. 특정 유파에 속

하지 않은 작가는 따로 공부한다. 시, 소설, 희곡, 비

평별로 나누어 공부한다. 한국현대문학사를 공부함으

로써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한다. 문학사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는다. 그 비평적 안목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이루어 나간다.

129114  표준어법과바른문장 (Standard Diction  
 and Right Sentence)

서울 지역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

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정확

하게 쓰는 능력을 기른다. 여기서 받은 교육을 통해 지

역 산업체에서 필요한 글쓰기지도사, 독서지도사, 교

사, 학원강사 등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한다.

129115  어린이교육과문학 (Children  
 Education and Literature)

어린이문학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다음 서울 지역 어린이 문학에 대해 공부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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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문학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적용한다. 여기서 

습득한 지식으로 서울 지역 어린이 교육을 위해 필요한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문예창작지도사, 유치원 교

사, 학교 교사, 학원강사 등을 양성한다. 이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활성화시킨다.

129116  어린이심리와창작 (Children  
 Psychology and Creature)

<어린이교육과문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어린

이 심리와 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어린이

의 심리와 창작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이에 대해 강평을 통해 창작기법, 이상적인 어

린이 문학에 대해 연구하여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요

구되는 글쓰기지도사, 독서지도사, 문예창작지도사, 

교사, 학원강사 등을 양성한다. 이를 신성장 동력 산업

으로 활성화시킨다.

129117  영상예술과창작 
 (Visual Art and Creature)

영상 시대를 맞이하여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영

화, TV드라마, 다큐, 게임, 광고 등을 분석해보고, 학

생이 영화 시나리오, TV드라마 대본, 다큐 원고, 광고 

카피 등을 창작 완성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받는 교

육을 통해 서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상 관련 산업체

에 취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그리고 이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한다.

129118  문화사업과광고 (Culture Inderstry  
 and Advertise)

서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산업 중 꽃으로 불리는 

광고업체에 필요한 카피라이터, 광고기획, 기업홍보

담당자와 같은 인재를 양성한다. 광고이론으로 기초를 

다지고,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에 적합하

고 효과 있는 광고문안 작성방법을 연구한다. 이 산업

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한국사회를 견인하게 한다.

129119  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 (Development  
 of Multimedia Contents)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 TV 방송 등과 관련된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공부를 한다. 이

를 통해 서울 지역에 있는 미디어 관련 산업체에 취업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서울지역과 한국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신성장 동

력으로 삼는다.

129120  서울지역문학공간연구 (Study of  
 Literature Space in Seoul)

서울 지역에 있는 문학공간을 공부한다.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비평 등의 공간적 배경을 공부한다. 

여기서 얻은 지식으로 서울의 각종 기관에서 요구되는 

문화해설사, 가이드 등의 인력을 양성하여 미래 신성

장 동력 산업의 주역이 되게 한다.

129249  현대시읽기 
 (Reading of Modern Poem)

한국 현대시의 주요 작품들을 많이 읽고, 자세히읽

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별 작품들의 개성과정서, 

시의 구조, 문체 등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시읽기의 다

양한 접근을 통해 시 읽는 즐거움과 삶의 깊이를 문학 

속에서 찾는다.

129251  현대소설읽기 
 (Reading of Modern Novel)

한국의 현대소설 중 주요 작품을 선별하여 깊이 읽고 

분석한다. 1920∼30년대, 해방기, 1960∼80년대 

이후 등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작품론, 작가론의관점에

서 분석한다.

129253 희곡읽기 (Reading of Drama)

서양의 유명 고전 희곡들을 읽고 분석한다.

129302  문예사조론 
 (Trend of Literary Thoughts)

문예사조의 의의 및 각각의 생성 배경과 양상, 그변

천과정을 개관한다. 문예사조의 특성과 문학작품에 반

영된 양태를 고찰, 검토하여 문예사조를 연구하는 것

이 문학의 본질규명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한번 더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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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41  시창작연습(1) 
 (Practice in Poem Writing(1))

습득된 시 이론을 실제 시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록

창작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 강평

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창작기법및 

이상적인 시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시적창의력 

및 상상력과 문장력 배양을 통해 해당 분야에활용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대하여 연구한다.

129342  시창작연습(2) 
 (Practice in Poem Writing(2))

습득된 시 이론을 실제 시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록

창작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 강평

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창작기법및 

이상적인 시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시적창의력 

및 상상력과 문장력 배양을 통해 해당 분야에활용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대하여 연구한다.

129343  소설창작연습(1) 
 (Practice in Novel Writing(1))

습득된 소설 이론을 실제 소설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

록 창작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강평

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창작기법 및 

이상적인 소설 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소설적 

창의력 및 상상력과 문장력의 배양을 통해 해당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대하여연구한다.

129344  소설창작연습(2) 
 (Practice in Novel Writing(2))

습득된 소설 이론을 실제 소설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

록 창작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강평

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창작기법 및 

이상적인 소설 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소설적 

창의력 및 상상력과 문장력의 배양을 통해 해당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대하여연구한다.

129351  희곡창작연습(1) 
 (PRACTICE IN DRAMA(1))

습득된 희곡과 시나리오의 이론을 실제 희곡 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록 창작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발표와 

그에 대한 강평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며 새로

운 창작기법 및 이상적인 희곡과 시나리오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희곡과 시나리오의 활용분야까지 연

구범위에 포용하여 해당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창작능

력에 대하여 연구한다.

129354  문학비평연습 (Practice in Criticism)

습득된 비평 이론을 실제 비평에 원용할 수 있도록비

평문을 작성케 하고 그에 대한 발표·토론·강평을 통

해 최종 졸업논문의 완성에 이르도록 연구한다.

129441  시창작연습(3) 
 (Practice in Poem Writing(3))

습득된 시 이론을 실제 시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록

창작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 강평

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창작기법및 

이상적인 시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시적창의력 

및 상상력과 문장력 배양을 통해 해당 분야에활용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대하여 연구한다.

129443  소설창작연습(3) 
 (Practice in Novel Writing(3))

습득된 소설 이론을 실제 소설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

록 창작에 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강평

을 통해 원숙한 창작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창작기법 및 

이상적인 소설 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 소설적 

창의력 및 상상력과 문장력의 배양을 통해 해당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대하여연구한다.

129446  희곡창작연습(2) 
 (Practice in Drama Writing(2))

희곡창작연습(1)에서 습득된 소설과 시나리오의이

론을 실제 희곡 창작에 원용할 수 있도록 창작에임하고 

창작된 작품의 발표와 그에 대한 강평을 통해원숙한 창

작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창작기법 및 이상적인 희곡과 

시나리오 작품 창작에 대하여 연구한다.희곡과 시나리

오의 활동분야까지 연구범위에 포용하여 해당분야에 

적용 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대하여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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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65  한국문학현장답사 (Field Investigation  
 of Korean Literature)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자 동시에 체험의 기록이다. 

상상력인 체험 또는 체험인 상상력을 느껴보는것은 문

학창작에서 소중한 경험이다. 이 과목은 한국문학사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문인들의 유적지를 찾아, 

그 현장에서 작가와 시대와 작품을 연결하고, 그 작가

의 체험을 추체험하며, 문학의 역사성과 상상력을 고

찰한다. 수업은 한 작가에 대한 이론강의와 현지답사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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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소                   계 14 13 2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13026 프로그래밍언어 3 2 2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3241 통계처리입문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3 13 2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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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13403 공업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027 컴퓨터언어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050 경제성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358 전자상거래원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14 생산관리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34 데이터베이스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520 데이터분석입문 3 2 2

소                   계 23 19 8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13258 공업통계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033 고객관계관리입문 3 3 0

전공선택 113034 친환경제조시스템입문 3 2 2

전공선택 113256 인터넷프로그래밍 3 2 2

전공선택 113409 선형대수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71 정보통신기술 평가론 3 3 0

전공선택 113505 투자공학 3 3 0

소                   계 22 21 4

3 1

전공필수 113313 경영과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031 기술과경영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036 공급사슬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355 품질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64 품질경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503 데이터마이닝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506 데이터분석응용 3 2 2

전공선택 113521 코업(1) 6 0 0

전공선택 113522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39 19 4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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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13312 컴퓨터시뮬레이션 3 2 2 그룹3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13360 경영과학응용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035 친환경생산정보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346 컴퓨터통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84 물류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85 소프트웨어공학 3 2 2

전공선택 113523 코업(2) 6 0 0

전공선택 113524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13991 인턴십(1) 4 0 0

소                   계 40 16 4

4

1

전공필수 113501 캡스톤디자인(1) 3 3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3025 제약경영론 3 3 0

전공선택 113449 경영과마케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53 전사적자원관리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455 컴퓨터네트워크 3 2 2

전공선택 113482 컨설팅론 3 3 0

전공선택 113483 정보통신사업전략 3 3 0

전공선택 113525 정보보호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526 코업(3) 6 0 0

전공선택 113527 코업프로젝트(3) 12 0 0

전공선택 113992 인턴십(2) 4 0 0

소                   계 46 22 4

2

전공필수 113502 캡스톤디자인(2) 3 3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13032 서비스사이언스 3 3 0

전공선택 113359 산업보안학 3 3 0

전공선택 113444 지식경영시스템 3 3 0

전공선택 113448 소프트웨어산업응용 3 2 2

전공선택 113452 벤처창업론 3 3 0

전공선택 113466 실무영어 3 3 0

전공선택 113507 프로젝트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13528 코업(4) 6 0 0

전공선택 113529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42 23 2

합                   계 239 14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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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주간)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13026  프로그래밍언어 
 (Programming Language)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프로그래밍언어

에 대해 학습한다.

113241  통계처리입문 
 (Introduction to Statistics)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데이

터의 수집, 정리 및 분석 과정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과 

표, 그래프 등 다양한 데이터 정리 도구 등을 다룬다.

113258  공업통계학 (Engineering Statistics)

확률의 정의, 모집단 및 표본의 분포 등에 대해 습득

함으로써 통계적 추론 및 검정,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

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습득한다.

113312  컴퓨터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시뮬레

이션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혀서 생산 현장 및 물류

시스템, 공공시스템 등의 실제 문제의 모델링 실습,시

뮬레이션 수행 결과의 분석 방법 등을 학습한다.

113313  경영과학 (Introduction to  
 Management Science)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종합

적으로 모형화 하여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

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안내하는 과학이며그 최적의 

해를 구하는 기법과 도구이다.

113360  경영과학응용 
 (Applied Management Science)

경영과학의 이론과 모형수립 능력을 보완하고 산업 

및 공공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능력을 사례연구를 통

하여 배양한다.

113403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에서 응용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 벡터 및 행렬식, 

복소수, 복소해석 함수 및 LAPLACE 변환, 미분 방정식

의 역급수해석, 복소적분, 벡타미분 편미분방정식, 푸리

에급수와 적분을 학습한다.

11350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4년 동안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

실의 문제에 적용해, 졸업논문의 작성을 통해응용력과 문

제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배양한다.

1135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4년 동안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

실의 문제에 적용해, 졸업논문의 작성을 통해 응용력과 문

제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배양한다.

2135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4년 동안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 졸업논문의 작성을 통해응용력

과 문제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배양한다.

113025  제약경영론 (Introduction to Theory  
 of Constraint)

제약이론(TOC)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제약

이론에 기반을 둔 생산관리 기법인 DBR(Drum-

B u f f e r - R o p e ) ,  프 로 젝 트 관 리  기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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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M(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 

SCM에 TOC 응용, 성과관리 및 회계기법인 

ThroughputAccounting(TA), 정책 제약 발견, 

갈등 해소 및 경영전략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사고 프

로세스(TP:Thinking Process) 등을 학습한다.

113027  컴퓨터언어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Generic 등 기본적인 객체지

향 개념과 Multi-thread 등의 고급 프로그램 기법을 

익힌다.

113031  기술과경영  
 (Technology Management)

기술혁신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의 탐색에서부터 선

택, 획득, 활용, 그리고 보호에 이르기까지 기술경영

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술 관련 의사결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적 방법론들을 학습

113032 서비스사이언스 (Service Science)

서비스 전략 수립에서부터 설계 및 개발, 운영 및 평

가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관리를 위한 과학적, 공학적 

접근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최신 사례 연구를 통해 

서비스 사이언스의 실무를 이해

113033  고객관계관리입문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업이 보유한 대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여 신규 고객 획득, 기존 고객 관리, 고객 이탈 방지 등

의 마케팅 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법들에 대한 이론 

학습 및 사례 연구를 수행

113034  친환경제조시스템입문 (Introduction  
 to Green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재료를 변형하여 부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가공

기술, 즉 구조, 용접, 절삭, 소성가공, 열처리 등에 대

한 지식과 RFID 및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CNC 공

작기계, CAD/CAM, FMS등 생산자동화에 대한 운

용실무를 익힌다. 

113035  친환경생산정보시스템 (Green  
 Manufacturing Information  
 System)

이 과목은 친환경 생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요소의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들과 기술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발전의 배경과 정보를 가르친다. 이 과

목의 주제는 가상현실, SCM, CRM, PDM, ERP와 

CPC등이다.

113036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망(Supply Chain Network) 전체시스

템의 효율화를 위한 공급사슬망의 설계, 계획,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공급사슬망의 분석, 설계, 수

요와 조달관련 예측과 계획, 재고 보충과 관리, 외주

관리, 수.배송 및 가격결정, 불확실성의 최소화와 비

용절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공급사슬망의 상호협력 

방안과 합리적 수준 등을 학습한다.

113050 경제성공학 (Engineering Economy)

재무제표 분석, 할인율에 근거한 투자안 비교분석 

및 평가, 세금 및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제성분석

113256  인터넷프로그래밍 
 (Internet Programming)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로 하는 

HTML, ASP, Javascript, PHP, XML 등을 학습

한다.

113346  컴퓨터통신  
 (Computer Communications)

기본적인 데이터통신의 원리와 프로토콜에 대한 이

해에서 출발하여 인터넷 통신, 무선통신 등 다양한통

신망의 구조 및 원리를 학습한다.

113355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관리도, 공정능력분석,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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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검사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방

법을 익힌다.

113358  전자상거래원론 
 (Electronic Commerce)

본 과목은 전자상거래 기반 기술인 인터넷, 인트라

넷 등을 학습하고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인 사이버쇼

핑몰, 전자카달로그, 비교구매 및 사이버 경매, 판매, 

구매 지원기능, 물류, 수송 배달 체계, 기업 간 전자상

거래, 검색 및 에이전트, 전자지불 시스템, 보안및 인

증 등을 학습한다.

113359 산업보안학 (Industrial Security)

산업보안학은 경영학, 법학, 기술경영, 컴퓨터공학 

등이 결합된 융합 학문으로, 국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다룬다. 주요 주제로는 산업기술의 

법적 보호,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IT 

보안, 위기 관리 등이 있다. 

113409 선형대수학 (Linear Algebra)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현상은 수학적 문제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으며, 선형화함으로써 행렬의 문제로바꾸

어 쉽게 해를 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113414 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산업공학의 발전과정, 세부적인 산업공학 영역별 개

요와 중요이론, 생산계획 및 통계기법, 산업조직운영

방법 등 소개

113434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모든 정보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

론과 그 구축방법을 학습하며, 아울러 실제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113444  지식경영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기업을 경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정보기술

과 정보관리 측면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기법과 전산 및 통신 시스템을 학습한다.

113448  소프트웨어산업응용 (Industrial  
 Application Software)

기업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S/W를 활용하여 현장 

감각을 익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익혀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113449 경영과마케팅 (Business Marketing)

마케팅 전략 및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등 소위 4P에 대한 핵심 개념을 습득한다.

113452 벤처창업론 (Enterpreneurship)

벤처 및 기타 창업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내용, 즉 창

업의 개념, 창업가의 자질, 창업의 의사결정 및 업종선

택, 창업전략의 수립,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직구성과 

인사관리, 프랜차이징, 창업 후 직면하는 제반 문제, 

그리고 창업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의 발명과 특허, 창

업지원제도 등 이론과 실무 및 제도에 관한 폭넓은 지

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한실제 현장 적응형 

실습을 병행한다.

113453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생산/구매, 판매/물

류, 재무/회계, 인사/조직 등에 대한 종합 정보체계

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기

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구조 및 구성 요소들을 공부

한다. 또한 ERP 구축 방법론 및 ERP를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기업의 업무절차와 비교

하여 살펴본다. 그 밖에ERP의 확장 개념인 SCM, 

CRM, PLM 등을 살펴보고 업무흐름이(business 

processes)이 ERP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통합

될 수 있는가를 ERP 주요 모듈의 기능을 통해서 알

아 본다. ERP의 대표적인 실현 상품인 SAP R/3, 

SMERP 등을 소개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

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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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55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LAN, MAN, WAN, 회선교환, 패킷교환

(X.25,Frame Relay), B_ISDN, 인터네트워킹

(TCP/ IP),OSI 상위계층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

로토콜에대하여 학습한다.

113464 품질경영론 (Quality Management)

현대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용 요건으로 간주

되고 있 는 종 합 적 품 질 경 영 (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응용 사

례를 학습한다.

113466 실무영어 (Business English)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

용적인 영어를 학습한다. 취업에 필요한 인터뷰,자기

소개서 작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회화와 작문위주

로 강의가 진행된다.

113471  정보통신기술 평가론 (Techno- 
 ecomonic Assessments of  
 Information Technology)

광케이블, 이동통신, 개인위성통신 등 새로운 정보

기술은 모든 사람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발과 추세에 대응하기위해

서는 각 기업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평가하고,가장 

적절한 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사업전개에 플랫폼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현황을 공부하고 새로운기술을 예

측할 수 있는 방법론과 관련 시장의 범위와규모를 추정

하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비용/혜

택분석, 가격추정이론, 구현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113482 컨설팅론 (Consulting Practice)

정보화 컨설팅 방법론과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방법

론에 대해 학습한다. 컨설팅 준비단계에서부터 진단 

및 분석, 개선단계의 방법들을 익히고 프로젝트를통해 

실습한다.

113483  정보통신사업전략 
 (IT Business Planning)

성공적인 인터넷 사업전략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통

하여 알아본다. 특히 성공적인 회사들이 개발하여 보

유하고 있는 사업수익모델에 관하여 심층 학습한다.

113484  물류관리론 
 (Business Logistics Management)

산업체와 기업, 공공시스템, 서비스 분야의 물류와 

유통시스템의 개요, 전략 및 고객서비스와 비용 최적

화의 관점에서의 물류 시스템 설계와 구축, 운영에대

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113485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단계별로 

사용되는 도구들을 익힌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

서를 먼저 정의한 다음 공학, 설계, 시험, 유지보수, 

품질보증, 아키텍처, 프로세서, 개발방법론등을 다룬

다. 최신 소프트웨어공학 기법으로 CMM, 비용 산정

에 대해서도 다룬다.

113503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간의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아내고 모형화해서 의사결정을 돕

는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본 강좌

에서는 기술모델링과 예측모델링에 사용되는 탐색적 

통계. 기계학습, 범주형 자료분석 기법들을 공부하고 

응용사례 연구와 패키지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113505 투자공학 (Investment Engineering)

금융과 투자에 관련된 기본 원리 및 최선의 기법들을 

소개하며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금융 및 대규모프

로젝트 등 다양한 적용 분야를 살펴본다. 주요 내용은 

확실성 및 불확실성하의 자금 흐름 분석, 포트폴리오 

이론, 자본, 자산의 가격결정모형, 투자결정분석 등이

며 파생금융 상품인 선물, 옵션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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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6  데이터분석응용 
 (Application of the Data Analysis)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수집

된 데이터를 집계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에 

대해 습득한다. 또한 셋 이상의 다변량들을 분석하기 

위한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

113507  프로젝트관리론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기초지식 및 프로세스

에대해 학습한다. 그중에서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

정관리, 비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MS-

Project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 S/W를 이용한 프로

젝트 계획 및관리실습을 익힌다 . Critical Chain 

ProjectManagement(CCPM)와 같은 최근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113520  데이터분석입문 (Introduction to the  
 Data Analysis)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도구인 Microsoft EXCEL

의 기능을 배운다. 엑셀의 여러 가지 함수를 익히며고

급기능과 이를 이용한 매크로(macro)에 대해 살펴본

다. 또한 엑셀 VBA에 대해 학습한다.

113521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522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523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524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525  정보보호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정보시스템의 정보유출을 위해 사용되는 해킹프로그

램, 악성코드, DDoS 공격 도구 등의 해킹공격기술들

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암호, 데이터베

이스 보안, 운용체제 보안, 응용프로그램 보안 등에 대

해 학습한다.

113526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527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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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528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529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13991 인턴십(1) (Internship(1))

인턴십(1)은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익혔던 이론을현

장에서 활용하고 실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여러 학문 분야의 전공

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타 학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과 팀

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한 취업하기 이전에 기업이 당면하고있는 문제를 접하

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장래 기업이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학생들 스스로 깨닫고 직장생활을 미

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3992 인턴십(2) (Internship(2))

인턴십(2)는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익혔던 이론을현

장에서 활용하고 실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여러 학문 분야의 전공

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타 학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과 팀

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한 취업하기 이전에 기업이 당면하고있는 문제를 접하

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장래 기업이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학생들 스스로 깨닫고 직장생활을 미

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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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1

전공선택 213031 기술경영 3 3 0

전공선택 213313 경영과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355 품질공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357 3D CAD 3 2 2

전공선택 213415 데이터분석응용 3 3 0

전공선택 213447 생산물류시스템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464 품질경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503 데이터마이닝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24 22 4

2

전공선택 213312 컴퓨터시뮬레이션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346 컴퓨터통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360 경영과학응용 3 3 0

전공선택 213362 디지털생산정보시스템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484 물류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485 소프트웨어공학 3 3 0

소                   계 18 16 4

4

1

전공필수 213501 캡스톤디자인(1) 3 3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3025 제약경영론 3 3 0

전공선택 213449 경영과마케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453 전사적자원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455 컴퓨터네트워크 3 3 0

전공선택 213482 컨설팅론 3 3 0

전공선택 213483 정보통신사업전략 3 3 0

소                   계 21 21 0

2

전공필수 213502 캡스톤디자인(2) 3 3 0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13032 서비스사이언스 3 3 0

전공선택 213416 프로젝트관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13444 지식경영시스템 3 3 0

전공선택 213448 소프트웨어산업응용 3 2 2

전공선택 213452 벤처창업론 3 3 0

전공선택 213466 실무영어 3 3 0

소                   계 21 20 2

합                   계 84 7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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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야간)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213025  제약경영론 (Introduction to Theory  
 of Constraint)

제약이론(TOC)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제약

이론에 기반을 둔 생산관리 기법인 DBR(Drum-

B u f f e r - R o p e ) ,  프 로 젝 트 관 리  기  법  인

CCPM(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 

SCM에 TOC 응용, 성과관리 및 회계 기법인 

ThroughputAccounting(TA), 정책 제약 발견, 

갈등 해소 및 경영전략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사고 프

로세스(TP:Thinking Process) 등을 학습한다.

213031  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

기술혁신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의 탐색에서부터 선

택, 획득, 활용, 그리고 보호에 이르기까지 기술경영

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술 관련 의사결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적 방법론들을 학습

213032 서비스사이언스 (Service Science)

서비스 전략 수립에서부터 설계 및 개발, 운영 및 평

가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관리를 위한 과학적, 공학적 

접근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최신 사례 연구를 통해 

서비스 사이언스의 실무를 이해

213312  컴퓨터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시뮬레

이션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혀서 생산 현장 및 물류

시스템, 공공시스템 등의 실제 문제의 모델링 실습,시

뮬레이션 수행 결과의 분석 방법 등을 학습한다.

213313  경영과학 (Introduction to  
 Management Science)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종합

적으로 모형화 하여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

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안내하는 과학이며그 최적의 

해를 구하는 기법과 도구이다.

213346  컴퓨터통신 
 (Computer Communications)

기본적인 데이터통신의 원리와 프로토콜에 대한이해

에서 출발하여 인터넷 통신, 무선통신 등 다양한통신

망의 구조 및 원리를 학습한다.

213355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관리도, 공정능력분석, 샘

플링검사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방

법을 익힌다.

213357 3D CAD (3D CAD)

본 교육과정에서는 상용 3차원 모델러인Pro/

Engineer를 이용하여 교육을 수행하게 되며 기본적

인 솔리드 모델링 기능 및 Surface 모델링 기능등을 

중점적으로 실습하게 된다. 이들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예제의 연습을 통해 습득한 기능들을 적용해본다.

213360  경영과학응용  
 (Applied Management Science)

경영과학의 이론과 모형수립 능력을 보완하고 산업 

및 공공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능력을 사례연구를 통

하여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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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62  디지털생산정보시스템 (Digital  
 Manufacturing Information  
 System)

이 과목은 디지털 생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요

소의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들과 기술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술발전의 배경과 정보를 가르친다. 이과목의 

주제는 가상현실, SCM, CRM, PDM, ERP와CPC 

등이다.

213415  데이터분석응용 (Application of the  
 Data Analysis)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수집

된 데이터를 집계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에 

대해 습득한다. 또한 셋 이상의 다변량들을 분석하기 

위한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

213416  프로젝트관리론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기초지식 및 프로세스

에대해 학습한다. 그중에서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

정관리, 비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MS-

Project와같은 프로젝트 관리 S/W를 이용한 프로

젝트 계획 및관리실습을 익힌다. Critical Chain 

ProjectManagement(CCPM)와 같은 최근 기법에 

대해서도학습한다.

213444  지식경영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기업을 경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정

보기술과 지식관리 측면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습한다.

213447  생산물류시스템설계 (Design of  
 Manufacturing Facilities)

설비배치 계획, 자재흐름분석, 물자취급시스템 설계 

및 분석, 최적의 공장입지, 공장설계 실험 등을 학습 

및 생산물류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공

급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중점

적으로 다룬다. 공급망 사슬관리의 중요성과 개념 및 

전략에 대해 학습하며, 생산물류시스템 설계및 운영 

이론과 기법들을 소개한다.

213448  소프트웨어산업응용 (Industrial  
 Application Software)

기업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S/W를 활용하여 현장 

감각을 익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익혀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213449 경영과마케팅 (Business Marketing)

마케팅 전략 및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등 소위 4P에 대한 핵심개념을 습득한다.

213452 벤처창업론 (Enterpreneurship)

벤처 및 기타 창업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내용, 즉 창

업의 개념, 창업가의 자질, 창업의 의사결정 및 업종선

택, 창업전략의 수립,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직구성과 

인사관리, 프랜차이징, 창업 후 직면하는 제반 문제, 

그리고 창업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의 발명과 특허, 창

업지원제도 등 이론과 실무 및 제도에 관한 폭넓은 지

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한 실제 현장 적응형 

실습을 병행한다.

213453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생산/구매, 판매/물

류, 재무/회계, 인사/조직 등에 대한 종합 정보체계

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기

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구조 및 구성 요소들을 공부

한다. 또한 ERP 구축 방법론 및 ERP를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기업의 업무절차와 비교

하여 살펴본다. 그 밖에ERP의 확장 개념인 SCM, 

CRM, PLM 등을 살펴보고 업무흐름이(business 

processes)이 ERP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통합

될 수 있는가를 ERP 주요 모듈의 기능을 통해서 알

아 본다. ERP의 대표적인 실현 상품인 SAP R/3, 

SMERP 등을 소개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

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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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55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LAN, MAN, WAN, 회선교환, 패킷교환

(X.25,Frame Relay), B_ISDN, 인터네트워킹

(TCP/ IP),OSI 상위계층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

로토콜에대하여 학습한다.

213464 품질경영론 (Quality Management)

현대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건으로 간주

되고 있 는 종 합 적 품 질 경 영 (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응용 사

례를 학습한다.

213466 실무영어 (Business English)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

용적인 영어를 학습한다. 취업에 필요한 인터뷰, 자기

소개서 작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회화와 작문위주

로 강의가 진행된다.

213482 컨설팅론 (Consulting Practice)

정보화 컨설팅 방법론과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방법

론에 대해 학습한다. 컨설팅 준비단계에서부터 진단 

및 분석, 개선단계의 방법들을 익히고 프로젝트를통해 

실습한다.

213483  정보통신사업전략 
 (IT Business Planning)

 성공적인 인터넷 사업전략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통

하여 알아본다. 특히 성공적인 회사들이 개발하여 보

유하고 있는 사업수익모델에 관하여 심층 학습한다.

213484  물류관리론 
 (Business Logistics Management)

산업체와 기업, 공공시스템, 서비스 분야의 물류와

유통시스템의 개요, 전략 및 고객서비스와 비용 최적

화의 관점에서의 물류 시스템 설계와 구축, 운영에대

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213485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단계별로 

사용되는 도구들을 익힌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

서를 먼저 정의한 다음 요구공학, 설계, 시험, 유지보

수, 품질보증, 아키텍처, 프로세서, 개발방법론등을 

다룬다. 최신 소프트웨어공학 기법으로 CMM,비용 산

정에 대해서도 다룬다.

21350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4년 동안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 졸업논문의 작성을 통해응용력

과 문제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배양함.

213503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간의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아내고 모형화해서 의사결정을 돕

는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본 강좌

에서는 기술모델링과 예측모델링에 사용되는 탐색적 

통계. 기계학습, 범주형 자료분석 기법들을 공부하고 

응용사례 연구와 패키지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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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MSDE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교양필수 100945 영작문(1) 1 2 0

교양필수 100946 영어청취(1) 1 2 0

교양필수 100947 Presentation(1) 2 2 0

교양선택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교양선택 100793 물리학및실험(1) 3 2 2 학문기초

소                   계 20 21 4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교양필수 100948 영작문(2) 1 2 0

교양필수 100949 영어청취(2) 1 2 0

교양필수 100952 Global Leadership 2 2 0

교양선택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학문기초

교양선택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양선택 100794 물리학및실험(2) 3 2 2 학문기초

전공선택 145050 Introduction to Electrical Engineering 3 3 0

전공선택 161004 정역학 3 3 0

소                   계 21 23 2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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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전공선택 145001 Engineering Mathematics I 3 3 0

전공선택 145003 Mechanics of Materials 3 3 0

전공선택 145004 CAD I 3 2 2

전공선택 145005 Computer Programming 3 2 2

전공선택 145035 Creative Design   3 2 2

전공선택 145051 Professional Communication for Engineers I 3 2 2

소                   계 18 14 8

2

전공선택 145007 Engineering Mathematics II 3 3 0

전공선택 145008 Energy Studies 3 3 0

전공선택 145009 Introduction to Manufacturing 3 3 0

전공선택 145010 Applied Statistics in Manufacturing 3 3 0

전공선택 145052 Electronic Circuits 3 2 2

전공선택 145053 Professional Communication for Engineers II 3 2 2

소                   계 18 16 4

3 1

전공선택 145015 Design of Machine Elements 3 2 2

전공선택 145016 Control 3 2 2

전공선택 145036 Fluid Mechanics    3 3 0

전공선택 145054 Signals and Systems 3 3 0

전공선택 145055 Materials Technology 3 2 2

전공선택 145056 CAD/CAM 3 2 2

전공선택 145057 코업(1) 6 0 0

전공선택 145058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36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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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45019 Dynamics 3 3 0

전공선택 145021 Intermediate Engineering Design 3 3 0

전공선택 145024 Microprocessor and Computer Automation in Manufacturing 3 2 2

전공선택 145026 CAE 3 2 2

전공선택 145039 Mechanical Engineering Experiments   3 2 2

전공선택 145059 Digital Signal Processing 3 2 2

전공선택 145060 코업(2) 6 0 0

전공선택 145061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36 14 8

4

1

전공선택 145043 Engineering Optics   3 2 2 그룹4

전공선택 145025 Capstone DesignⅠ(2units) 6 4 4

전공선택 145040 Engineering Economics   3 3 0

전공선택 145062 MEMS/Nano Engineering 3 2 2

전공선택 145063 Manufacturing Process and Design Engineering Lab 3 2 2

전공선택 145064 Mechanical Vibrations 3 3 0

전공선택 145065 현장실습(1) 3 0 0

전공선택 145066 코업(3) 6 0 0

전공선택 145067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42 16 10

2

전공선택 145042 Advanced Machine Tool Technology   3 3 0 그룹3

전공선택 145047 Robotics   3 3 0 그룹6

전공선택 145030 Capstone Design II (2units) 6 4 4

전공선택 145032 Management of Manufacturing Systems 3 2 2

전공선택 145045 Tribology   3 2 2

전공선택 145068 Microelectronic Fabrication Processes 3 2 2

전공선택 145069 현장실습(2) 3 0 0

전공선택 145070 코업(4) 6 0 0

전공선택 145071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42 16 10

합                   계 233 134 54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MSDE전공  (주간)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Manufactureing Systems and Design Engineering)

◈ 교과목 개요

145001  Engineering Mathematics(I)  
 (Engineering Mathematics(I))

This module provides the student with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mathematics to 

solve engineering problems. Topics included 

ar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Laplace 

transform and their applications to physical 

problem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공학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 수학으로서 시스

템을 모델링 하는 방법, 1차 미분 방정식과 선형 미분 

방정식, 고차 미분 방정식을 학습하고 이의 실제 시스

템에 적용된 예를 공부하고 라플라스 변환, 미분방정식

의 멱급수 해석 및 라플라스 변환 해석에 관해 학습한다.

145003  Mechanics of Materials  

 (Mechanics of Materials)

Analysis and design of structural 

members subjected to tension, compression, 

torsion, and bending are main topics of this 

unit. Specialised topics such as thermal 

effects, dynamic loading, non-prismatic 

members, beams of two materials, shear 

centres, pressure vessels and statically 

indeterminate beams are investigated. 

기계 구조물에 작용되는 인장, 압축, 비틀림, 벤딩 등

으로 인한 응력 및 변형율 이론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

로 기계의 해석과 설계를 수행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열적효과, 동적 하중, 복합재료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145004 CAD(I) (CAD(I))

This module provides students with the 

basic knowledge of computer graphics 

for engineers. Students will learn basic 

theories of computer graphics such as 

coordinate transformations, viewing 

transformations, etc. and practice them 

with a popular commercial CAD software. 

컴퓨터를 응용한 기계요소의 설계에 대한 지식의 습득

을 위해 3차원 CAD 모델 구현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스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요소

의 3차원 설계에 대한 실습을 통해 상용 CAD 프로그

램을 사용 방법을 습득한다.

145005  Computer Programming   

 (Computer Programming) 

This module enables students to use 

C language which is the most popular 

high level language among C, FORTRAN, 

Pascal, and Basic. They learn grammar 

- types of variables, control loops, 

functions, subroutines, file input/

output, user interface, etc and practice 

programming.  The programming exercises 

consist of serial communication, numerical 

analysis, solution search algorithm. 

모든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언

어인 C 언어를 이 과목에서는 취급한다. 학생들은 C 

언어의 문법, 변수의 형태, 제어루프, 함수, 부함수, 

파일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공

부하며,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145007  Engineering Mathematics(II) 

 Engineering Mathematics(II))

This module provides the student with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mathematics 

to solve engineering problems. Topics 

included are vectors and mat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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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analysis, complex numbers, 

and functions of a complex variable. 

공학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 수학으로서 선형

대수에 관하여 기본개념과 응용분야를 소개한다. 행렬

식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해석, 고유치 문제에 대해 

학습하여 이를 이용하여 연립미분방정식을 해석하는 

기법을 배우며, 벡터의 공학적 응용과 벡터미적분학에 

대해 배운다.

145008  Energy Studies (Energy Studies)

The properties and behaviours of 

thermal fluid are introduced and the 

processes whereby they undergo changes 

of state are examined. The basic laws of 

Thermodynamics, Fluid mechanics, Heat 

transfer coupled with the conservation 

equations, Energy, Momentum, and 

Mass together with state relationships 

are then applied to various thermal flow 

and its machines and earth environment. 

본 과목은 유체의 성질과 거동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유

체의 상태 변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다. 열역학

의 기본 법칙들과 각종 보존법칙들, 즉 에너지, 모멘

텀, 질량 보존 법칙들을 여러 가지의 유동 및 비유동 

문제들에 적용한다. 또한 열전달 즉 전도, 대류, 복사

의 공학적 원리 및 응용에 대하여 다룬다.

145009  Introduction to Manufacturing  
 (Introduction to Manufactu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methodologies 

such as machining, casting, forging, 

joining are covered, along with the 

re lated  processes  and  techniques 

such as surface finishing, electronic 

fabrication, automation and integration 

of the production systems. An emphasis 

will be put on the laboratory works. 

이 과목을 통해 제조의 개념, 제조의 기본인 되는 재

료, 기계가공, 주조, 그리고 단조 등 모든 제조과정 방

법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이들과 관련된 표면처리, 생

산의 자동화 및 집적화 그리고 기술 등에 대해 공부한다.

145010  Applied Statistics in Manufacturing  
 (Applied Statistics in Manufacturing)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statistics such as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This course 

focuses on the sample statistics, hypothesis 

testing, regression, analysis of variance, 

etc. This course will enable the students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obtained in a manufacturing system.  

랜덤변수, 확률분포 등의 통계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

해 학습한다. 표본분포, 통계적 추론 및 검정, 회귀분

석, 분산분석 방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제조시스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의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습득한다.

145015  Design of Machine Elements   
 (Design of Machine Elements)

This is the first course that presents 

mechanical engineering students with 

design challenges rather than set-piece 

problems. To understand dynamics, statics, 

physics of operations, and structural 

details of machine elements is necessary 

to build machinery that works safely, 

reliably, and well by satisfying constrains 

of material strength and fatigue life.  

이 과목은 문제 제기 보다는 설계에 대한 도전을 학생

들에게 소개하는 첫 과정이다. 동역학, 정역학, 물리

학과 기계요소의 정밀 구조 등을 이해하는 것이 재료의 

강도 및 피로 수명의 한계를 충족시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잘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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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6  Control (Control)

This module covers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control systems. Basic control 

method in this module is a classical control 

method. Main subjects are (1) block diagram 

modelling of components and systems, 

(2) time domain, s-domain and frequency 

domain analysis, (3) control algorithms, (4) 

root locus method and frequency domain 

compensator design. As a tool, MATLAB 

is used for analysis and design of control 

systems. In the final stage, an experiment 

for DC motor position control is performed. 

기계제어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교육한다. 고전적

인 제어기법과 현대적인 제어 알고리즘을 학습한다. 

MAT LAB을 사용하여 설계 및 분석에 활용한다. DC 

모터를 이용하여 위치제어를 구현한다.

145019 Dynamics (Dynamics)

This module provides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engineering mechanics. 

Force,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a 

particle and rigid body are considered. 

Work and energy, impulse and momentum 

are also analyzed. The dynamic theory is 

applied to the real engineering problems. 

많은 공학 분야의 기초를 형성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다루는 역학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며, 이 과목의 완

전한 이해는 그 원리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리들을 

광범위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응용성에 있다. 따라

서 동역학의 기초개념과 원리의 논리적 전개를 위해 질

점 및 강체의 역학으로 분류하여 질점역학에서 동역학

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강체역학

으로 접근하여 강체의 평면운동학과 운동역학을 다루

고 궁극적으로 강체의 일반적인 공간운동학과 운동역

학으로 응용성을 넓혀 다루게 된다.

145021  Intermediate Engineering Design  
 (Intermediate Engineering Design)

This module provides the student with 

abilities to develop design process for 

a specific design project, to work in 

teams and to communicate effectively 

as design engineers. Topics included 

are general methodology how to design 

engineering systems, the teamwork, 

and communication skills that will 

serve students in their capstone design 

c lasses  and  eng ineer ing  careers.  

구체적인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설계 

공정 능력, 팀웍, 설계자로서의 효율적인 정보 전달 능

력을 배양하기위한 과목이다. 전반적인 공학 시스템 

설계 이론, 정보 전달 기법 및 협업 방법을 배우게 되

고, 추후 캡스톤 디자인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과

정을 다룬다.

145024  Microprocessor and Computer  
 Automation in Manufacturing  
 (Microprocessor and Computer  
 Automation in Manufacturing)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구조와 프로그램을 다룬다. 또

한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한다. 직류모터, 스텝

모터 및 각종 자동화된 센서와 액튜에이터의 응용이 다

루어진다.

145025  Capstone Design(Ⅰ)(2units)  
 (Capstone Design(Ⅰ)(2units))

현재의 산업계는 엔지니어가 시스템 중심의, 열린 

설계를 다루는 복합영역의 경험을 가지기를 요구한

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 공학과 과학의 응용 및 해

석 능력,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사고 능력, 그리고 사

회적인 특성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캡스

톤 디자인 I 과 II는 이제까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

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계 및 제

작을 실시하여 봄으로써 복합영역의 설계 능력을 증

진한다. 보통 3-5명으로 팀을 구성하며 정해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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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제목을 도출한다. 이

후부터 학생들이 주도하에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이끌

고 나가야 하며 최소 3번 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캡스톤 디자인 I에서는 제목 선정, 문헌 및 시장 조사,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를 실시한다. 

145026 CAE (CAE)

The module concentrates on the basic 

theory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and its applications. The basic 

concept is introduced at the beginning 

while considering one dimensional 

problems and its extension to two and 

three dimensional problems is briefly 

discussed. Applications to one and two 

dimensional problems are discussed. 

CAE는 컴퓨터를 이용한 공학설계로 본 강좌에서는 유

한요소해석(FEM)을 통해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그 모

델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며, 최종적으로 해석을 필

요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유한요소해석의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해석하기 위해 정역학, 재료역

학, 동역학, CAD 그리고 기계역학 등의 과목들을 선 

이수 및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중간고사기간 전까지 위 

과목들에 대한 복습을 발표형태로 진행하며,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YSI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형

식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각 팀의 졸업 작품에 대

한 유한요소해석을 프로젝트로 발표하여 졸업 작품의 

해석적 바탕을 제공한다.

145030  Capstone Design(II) (2units)  
 (Capstone Design(II) (2units))

The individual student project requires 

student to draw on the various study 

skills acquired during the earlier parts 

of the course. This involves identifying, 

analyzing and defining the many aspects 

of problem. After agreeing a project 

title with their supervisor the student 

is requir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and to produce 

a report and poster upon completion. 

캡스톤 디자인 II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I의 프로젝트 

연장선 속에서 완성된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제작과 테

스트 및 해석을 실시한다. 중간발표를 통해 교수들로

부터 지적된 코멘트를 반영하고 테스트 및 해석 중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완성도가 높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한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최종 발표를 

학생, 교수, 및 산업체 인사들 앞에서 실시하며 최종 

리포트를 제출한다.

145032  Management of Manufacturing  
 Systems (Management of  
 Manufacturing Systems)

This module addresses the various 

production management concepts, skills 

and their applications.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is viewed as the 

integration of human and technical 

systems within a specific environmental 

context that is increasingly global in 

scope. The module consists of emerging 

manufacturing paradigms, manufacturing 

strateg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about demand forecasting,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inventory control, 

and relating topics.  Mainly focused on 

the industry applications and their tools. 

다양한 생산관리 개념, 기술 및 그 응용을 다룬다. 제

품과 서비스의 생산은 세계적인 환경에서의 인간과 기

술적 시스템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제조 

패러다임, 제조 전략, 수요 예측, 생산 계획과 통제, 

재고 관리 및 기타 관련 주제에 대한 이론과 응용이다. 

주로 산업체에서의 응용과 그 도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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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5 Creative Design (Creative Design)

This course is intended to familiarize 

engineering students with the nature 

of design and how it is done as the first 

introductory course of engineering design. 

A definition of design, difference between 

analysis and open ended design, nine 

step model of design, process of design-

fabrication-evaluation, way of creative 

design and design project are included in 

the course. Assessment is through tests, a 

term project, and assignments.

145036  Fluid Mechanics 
 (Fluid Mechanics)

This module aims to provide the student 

to learn about relations of viscosity, 

velocity, density, pressure, force and 

momentum, and the basic concepts of 

static and dynamic behavior of fluid flow. 

Students then learn basic equations such 

as Bernoulli, continuity, momentum, and 

energy equations and their applications. 

Students learn internal viscous flows and 

friction losses in a piping system.

145039  Mechanical Engineering  
 Experiments (Mechanical  
 Engineering Experiments)

This module provides various mechanical 

experimental laboratories are provided. 

Knowledge and practices on advanced 

material tests, machine tool metrology, 

three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and 

machine operations are major contents.

145040  Engineering Economics 
 (Engineering Economics)

This module aims to provide the 

student an introduction to economic 

decision making. This covers the basics 

of economic analysis from an engineering 

perspective, dealing with the principles 

and methods for analyzing the economic 

feasibil ity of alternatives and for 

making selection decisions among them. 

The student will learn how to perform 

economic evaluation and develop cost 

models for problem solving. Concepts in this 

class are equally applicable to engineering, 

business and financial systems problems. 

Assessment is through mid-term and 

final examinations, plus a number of 

assignments and quizzes.

145042  Advanced Machine Tool  
 Technology (Advanced Machine  
 Tool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computer technology 

in manufacturing systems is to learn 

basic principle of machine tool dynamics, 

direct numeric control of machine tools, 

study of numerical control systems, 

pr inc ip les  and  pract i ces  bas ic  to 

numerical control, and programming 

methodology for numerical control, 

and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s 

including applications of industrial robots.  

Assessment is through tests, a term 

project, and assignments and other 

miscellaneous class works.

145043  Engineering Optics 
 (Engineering Optics)

This module aims to provide the student 

to learn about science and engineering 

knowledge and theories of optics. Students 

learn about properties of light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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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model, optical compone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geometric and 

wave optics which include lens, mirror, 

interferometers, polarization, and 

diffraction.  The learning outcomes are 

abilities of using mathematical methods 

relevant to the optics, and designing an 

optical system or process and demonstrate 

its feasibility through testing or simulation. 

Assessment is through mid-term and final 

examinations and 5 experiments and a 

project that needs to explore an optical 

method to measure a mechanical property 

with a high precision.

145045 Tribology (Tribology)

Tribology is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interacting surfaces in relative motion 

and of related subjects and practices. The 

module presents current insights into 

tribology, dealing with following areas 

in detail: Surface, Mechanics of solid 

contacts, Friction, Wear, Lubrication, 

Surface  modif icat ion  technology. 

Experimental techniques and relationships 

in friction and wear.

145047 Robotics (Robotics)

This module covers analysis and design 

of robot system. Main subjects are (1) robot 

kinematics, (2) Jacobian, (3) trajectory 

planning, (4) sensor and actuators, (5) 

robot vision. As a tool, MATLAB is used for 

analysis of robot kinematics. In the final 

stage, experiments using the motor-sensor 

control kit are performed

145050  Introduction to Electrical  
 Engineering (Introduction to  
 Electrical Engineering)

This module aims to provide freshmen 

level students with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basic Electromagnetic 

theory and basic electronic circuit theory. 

Learning will be through lecture and 

where ever possible practical experience. 

The objective of the module is to prepare 

students for further studies in Electronics 

based courses

145051  Professional Communication  
 for Engineers(I) (Professional  
 Communication for Engineers(I))

This module introduces students 

t o  t h e  p r i n c i p l e s  o f  e f f e c t i v e 

Engl i sh  communicat ions  for  Ora l 

presentations and report writ ing. 

It also provides them with effective 

study skills for learning in English. 

The teaching strategy is based mainly 

around team activities in the classroom, 

w i th  sma l l  g roup  d i s cuss i ons  on 

communication strategies followed by 

a presentation of ideas to the class and 

debate.

145052  Electronic Circuits  
 (Electronic Circuits) 

This modul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knowledge for the analysis and design of 

electronic devices and circuits. The module 

mainly focuses on mathematical modelling 

and analyses of AC/DC circuits, transients, 

operational amplifiers, diode circuits, 

transistor amplifiers and fundamental 

digital logic principles. Circui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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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for the purposes of filtering, 

amplifying conditioning and switching 

Hands-on labs and computer-aided 

analyses for various electronic circuits 

enhanc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opics. The module will be delivered via a 

combination of lectures, labs, and directed 

and independent learning. Assessment 

consists of labs and an examination.

145053  Professional Communication  
 for Engineers(II) Professional  
 Communication for Engineers(II))

This module is designed to develop those 

skills identified by employers as being 

necessary fo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performance at work. It will help 

you plan your career, make successful 

job applications and enhance your 

interpersonal skills.  This module is also 

designed to develop the study skills for the 

IELTS test.

145054  Signals and Systems   
 (Signals and Systems)

This module is an introduction to analog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a topic that 

forms an integral part of engineering 

systems in many diverse areas. The 

covered topics include basic properties 

of signals and systems, the processing of 

signals by linear systems, Fourier series 

and transforms, sampling, discrete-time 

processing of continuous-time signals. 

145055  Materials Technology   
 (Materials Technology)  

This module provides basic introduction 

to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engineering materials and their significance 

to engineering application and design. It 

also reviews non-destructive techniques 

for the evaluation of defects in engineering 

materials and their structures

145056 CAD/CAM (CAD/CAM)

This course introduces a system and 

tools that demonstrates the integration 

of Computer-Aided-Design (CAD) and 

Computer-Aided-Manufacturing (CAM). 

This course emphasizes the computer 

automation of design and manufacturing 

systems. This is a study of modern 

prototyping and machining methods, 

teaching the use of specific software 

for converting 2D and 3D CAD drawing 

geometry directly into toolpath information 

used to drive numerically controlled turning 

and milling machines. 

145057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5058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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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5059  Digital Signal Processing 
 (Digital Signal Processing)

This modul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basic knowledge and practical 

ability to design digital circuits for various 

digital signal processing applications and 

for controlling systems using various 

digital devices. The devices studied will 

include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PLC’s), programmable logic devices (PLD’

s) and Digital Signal Processors (DSP’

s). Assessment consists of Labs and an 

examination.

145060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5061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5062  MEMS/Nano Engineering (MEMS/ 
 Nano Engineering Labs)

This module aims to provide the student 

the basic knowledge of micro/nano 

fabrication processes.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hands-on experiment which 

is fabricating a simple micro/nano device 

and testing a device. The student will 

learn micro/nano fabrication processes and 

related equipments. Assessment is through 

the group presentation and individual 

report of experiment.

145063  Manufacturing Process and  
 Design Engineering Lab  
 (Manufacturing Processes and  
 Design Engineering Lab)

Goals of this module are understanding 

on product making process, and acquisition 

of operation abilities for design tools and 

manufacturing equipments.  Components, 

parts, and sub-assemblies of machine and 

structure are made with modern design and 

manufacturing tools. With 3-D computer 

aided design software such as CATIA, 

AutoCad, engineering model is devised and 

generated for manufacturing steps. Manual 

and automated machines such as milling, 

turning, rapid prototyping, and waterjet 

machines are used for manufacturing 

the designed part. Finally quality of 

the machined part is checked with 3-D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145064  Mechanical Vibrations   
 (Mechanical Vibrations)

The objective for this module is for 

students to learn analytical, experimental, 

and numerical treatment of vibration 

phenomena. Topics include linear oscillator 

analysis (Laplace Transforms, complex 

harmonic balance, Fourier Transform, 

eigenvalue problems, mod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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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experimental methods, and an 

introduction to nonlinear dynamic systems. 

Free and forced vibrations of mechanical 

systems with lumped inertia, springs, and 

dampers are the primary emphasis.

14506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145066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5067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5068  Microelectronic Fabrication  
 Processes (Microelectronic  
 Fabrication Processes)

This module provides a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icroelectronic fabrication 

as well as semiconductor material and 

device processing. The covered topics 

include the basic unit processes used 

in the fabrication of integrated circuits 

including oxidation, doping, depositions, 

photolithography, etching. 

14506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학문적인 이론 지식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

써 응용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145070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5071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61004 정역학 (Statics)

정역학은 정지해 있는 강체에 힘의 작용을 가해 여러 

가지 변형 및 파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역학

을 이해함으로 기계의 여러 가지 운동에 따라 변화되는 

힘의 균형상태를 파악토록 하며 동역학 및 재료역학의 

과목을 이수함에 기초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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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ITM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교양필수 100945 영작문(1) 1 2 0

교양필수 100946 영어청취(1) 1 2 0

교양필수 100947 Presentation(1) 2 2 0

교양필수 100952 Global Leadership 2 2 0

교양선택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학문기초

교양선택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양선택 100500 컴퓨터 2 1 2 학문기초

소                   계 19 21 2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교양필수 100948 영작문(2) 1 2 0

교양필수 100949 영어청취(2) 1 2 0

교양필수 100950 Presentation(2) 2 2 0

전공선택 113026 프로그래밍언어 3 2 2

전공선택 113031 기술과경영 3 3 0

전공선택 113241 통계처리입문 3 3 0

소                   계 18 20 2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  496  -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전공선택 146002 Database Management 3 3 0

전공선택 146003 Communications I 3 2 2

전공선택 146004 Fundamentals of Software Development 3 2 2

전공선택 146006 Fundamentals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3 3 0

전공선택 146007 Dynamic Internet Technologies 3 3 0

전공선택 146035 Fundamentals of Management   3 3 0

소                   계 18 16 4

2

전공선택 146008 Software Engineering 3 3 0

전공선택 146009 Communications II 3 2 2

전공선택 146010 Advanced Software Development 3 2 2

전공선택 146011 Business Process Management 3 3 0

전공선택 146012 Computer Networks 3 3 0

전공선택 146013 Problem Solving for IT/IS Professionals 3 3 0

소                   계 18 16 4

3 1

전공선택 146005 Human Resources in IT 3 3 0

전공선택 146014 Embedded Software 3 3 0

전공선택 146015 Introduction to IT Project Management 3 3 0

전공선택 146016 Integrative Consultancy Project 3 3 0

전공선택 146017 Fundamentals of Finance 3 3 0

전공선택 146018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3 3 0

전공선택 146050 코업(1) 6 0 0

전공선택 146051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36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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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46020 Security and Contingency in IT 3 3 0

전공선택 146021 Business Intelligence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3 3 0

전공선택 146023 Internship 6 0 12

전공선택 146036 IT Investment Analysis   3 3 0

전공선택 146037 Marketing    3 3 0

전공선택 146052 코업(2) 6 0 0

전공선택 146053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36 12 12

4

1

전공선택 146025 Case Study: IT Management 3 3 0

전공선택 146026 Capstone Design I 6 4 4

전공선택 146027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trategies 3 3 0

전공선택 146028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3 3 0

전공선택 146029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3 3 0

전공선택 146054 코업(3) 6 0 0

전공선택 146055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36 16 4

2

전공선택 146030 Management of Change 3 3 0

전공선택 146031 Capstone Design II 6 4 4

전공선택 146032 Software Quality Assurance 3 3 0

전공선택 146033 Personal Development Planning for IT/IS Professionals 3 3 0

전공선택 146034 Management Science 3 3 0

전공선택 146056 코업(4) 6 0 0

전공선택 146057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36 16 4

합                   계 217 13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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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ITM전공  (주간)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IT Management)

◈ 교과목 개요

113026  프로그래밍언어 
 (Programming Language)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프로그래밍언어

에 대해 학습한다.

113031  기술과경영 
 (Technology Management)

기술혁신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의 탐색에서부터 선

택, 획득, 활용, 그리고 보호에 이르기까지 기술경영

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술 관련 의사결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적 방법론들을 학습한다.

113241  통계처리입문 
 (Introduction to Statistics)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데이

터의 수집, 정리 및 분석 과정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과 

표, 그래프 등 다양한 데이터 정리 도구 등을 다룬다.

146002  Database Management 

This module aims to introduce the student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lements 

of relational databases. It will cover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relational 

databases. It will include different kinds 

of querying and data manipulation in order 

to extract required data from a relational 

database. It will include relational 

database systems (e.g. Oracle, MySQL, 

Access) to allow the student to understand 

their purpose and varying suitabilities. 

  모든 정보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론

과 그 구축방법을 학습하며, 아울러 실제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146003  Communications(I) 

Writing and presentation-intensive 

course which provides students with 

principles of written, oral and visual 

communication. Students learn by 

writing proposals, reports, resumes, 

letters, and emails, and by making 

individual and team presentations. The 

course also includes TOEFL instruction.  

  문어적, 구어적, 비쥬얼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학

습하는 Writing과 presentation의 집중과정이다. 

학생들은 기획서, 보고서, 이력서, 편지와 이메일 등

의 작성 등을 통하여 그리고 개별적 또는 소규모의 팀 

프리젠테이션 등을 준비 하면서 이 과목을 학습하며 

TOEFL강의도 포함한다.

146004  Fundamentals of Software  
 Development

This module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software solutions: their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cluding appropriate methodologies and 

skills in the use of an event driven language 

for open source development (Java). 

  Java 등의 개방형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

어를 분석, 설계, 개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146005  Human Resources in IT

This module is designed to examine 

the way in which the HR func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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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influenced by new technology. 

Much of the teaching for the module is 

via computer based practicals and the 

overall assessment is by assignment.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한 주요한 영역인 사람과 조직

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 인적 자원적, 정치적 및 상징

적 관점에서 조직을 조명하며, 연봉제 이후 그 중요성

이 높아진 성과관리(평가)시스템과 합리적 코칭방법론

에 대해 학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46006  Fundamentals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The modul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component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need to study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understand the concept of 

a system and identify the importance 

of a holistic approach to the study of 

information systems. In addition, there 

will be coverage of the different types of 

generic information systems that exist in 

the business organisatio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a systems development 

framework and associated issues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eople 

in the development process. Emphasis 

will also be placed on how businesses can 

use ICT to meet their business needs. 

  정보시스템의 제반개념 및 구조와 기술적 환경을 사

용자의 측면에서 응용위주로 학습한다.

146007  Dynamic Internet Technologies 

This module focuses on both server-side 

and client-side technologies for dynamic 

content on the Internet. This module also 

provides technologies for dynamic server-

side and client-side web enhancement, 

culminating in development of their own 

dynamic web content. In partcular, the 

students will receive theoretical and 

teaching on Active Server Pages (ASP).  

  본 교과목에서는 인터넷의 동적 컨텐츠를 위한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측 기술 모두에 중점을 두어 학습한

다. 동적 서버-클라이언트 웹 향상과 고유의 동적 웹 

컨텐츠 개발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며 대화형 페이지인 

ASP이론을 습득하게 된다.

146008  Software Engineering

This module will enable students to 

develop workable solutions to business 

information system problems using the 

object-oriented paradigm. The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pply a well-established 

00 method, e.g. UML, to specifying user 

requirements, and analysing and designing 

software systems. Advanced modelling 

concepts and techniques will also be used to 

build complex models. The module will help 

students develop professional, practical 

skills and an ability to demonstrate a deeper 

understanding and critical awareness of 

object-oriented concepts and principles. 

일반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단계별로 

사용되는 도구들을 익힌다. 소프트웨어의 개발프로세

스를 정의하고, 요구사항분석 설계, 아키텍쳐, 프로세

스, 시험유지보수 등의 소프트웨어관리방법론을 다룬

다. 최신 소프트웨어 공학기법으로 CMM, 비용산정기

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146009  Communications(II) 

Building up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ommunications I, students learn the art 

of written, oral and visual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of conducting mini-design 

projects, teamwork, and individu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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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also includes TOEFL instruction.  

  Communications I의 이론과 실습을 기초로, 

mini-design 프로젝트, 팀워크, 개별적 보고서 작

성 등을 수행하며 문어적, 구어적, 비쥬얼한 커뮤니케

이션의 기술을 배운다. 또한 토플 강의가 포함된다. 

146010  Advanced Software Development

Th i s  modu l e  f o c u s e s  on  Ob j e c t 

Oriented Programming using Java, 

implementing des igns  which have 

been developed using UML to show the 

direct link between UML and OOP. The 

module will also cover topics such as 

Data Structure and Java Collections. 

  UML으로 설계된 요구사항을 Java 등의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다. 이 교과목에서는 Java를 이용한 자료구조를 구현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146011  Business Process Management 

The course addresses the techniques 

and concepts required to map, implement, 

automate,  and  eva luate  bus iness 

processes. Focusing on the technical 

and implementation aspects of Business 

Process  Management,  the  course 

leads students from technical process 

design through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workflows to the structure 

of process-aware information systems. 

It discusses the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processes and business rules 

and outlines how they can be supported 

by technology. It details the technical 

structure of process-aware applications 

and provides an overview of technology 

standards that affect BPM systems. 

  본 교과목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구

현하며, 평가하기 위한 기술과 개념에 대해 다룬다.

146012  Computer Networks

The modul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and 

internal operation of computer networks. 

I t  in t roduces  bas i c  concepts  and 

technologie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Internet, in order to give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the demands placed upon 

computer networks, and the technology 

required for them to successfully support 

current and emerging applications.  

  본 교과목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네트워

크의 정의, 구조, 이해 및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의 

세부사항들에 대해 익히며, 기본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범위 내의 세부내용들을 공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146013  Problem Solving for IT/IS  
 Professionals

Arguably one of the most fundamental 

of life skills required is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make decisions. 

This module aims to introduce the 

student to a range of concepts, tools 

and techniques to enable them to better 

understand problem solving and to enable 

them to problem solve more effectively.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릴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효과적인 개념, 도구들을 소개한다.

146014  Embedded Software

This class will examine the key properties 

of software systems in the embedded, 

resource constrained, mobile, and 

highly distributed world.  The class will 

assess the applicability of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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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engineering methods and 

techniques (e.g., object-orientation, 

c o m p o n e n t - b a s e d  d e v e l o p m e n t , 

software architecture) to this domain. 

  임베디드 시스템은 많은 곳에서 다량으로 활용되며 

시스템 특성에 의한 새로운 복잡도 때문에 새로운 설계

기법이 필요하며 기존의 어셈블리 프로그래밍과 논리

설계가 아닌 상위 수준의 도구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의 협정이 주요 내용이 된다. 본 강좌에서는 내장형 시

스템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할 내용들을 이론적인 배경과 실험을 통해 공부한다.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과 구조, 실시

간 스케줄링 방법,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작성, 전력소

모 감소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146015  Introduction to IT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has been recognised 

as a key factor in the successful delivery 

and operation of projects. This is especially 

true in te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

systems projects which are notorious for 

being delivered over budget, late and 

failing to satisfy user requirements. This 

module aims to address the key themes 

of project management and will explore 

planning and management methods as well 

as the use of project management tools 

to aid the project manager. The module 

will be delivered by lecture; seminar 

exercises/ discussion and workshops 

utilising project management software. 

The appropriate project management 

knowledge and skills will be tested using 

a portfolio of in course assessments.  

  일반 프로젝트 및 IT 프로젝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프

로젝트의 계획, 관리 및 실행 방법 등을 학습한다. 프

로젝트 관리 패키지를 이용한 실제 프로젝트 관리 사례

를 익힌다.

146016  Integrative Consultancy Project 

This module is essentially a practical 

hands on application of business principles. 

It aims to put students into the real 

world situation of solving problems for 

businesses. Many of the projects are 

IT driven and, therefore, students are 

expected to use and develop their own 

expertise in this area. At the end of the 

module, each group will be expected to 

present their findings in report format 

and to give a formal presentation for 

the benefit of the tutors and the client.  

  정보화 컨설팅 방법론과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방법

론에 대해 학습한다. 컨설팅 준비단계에서부터 진단 

및 분석, 개선단계의 방법들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통

해 실습한다.

146017  Fundamentals of Finance 

This module is designed to examine 

the way in which the HR function is 

being influenced by new technology. 

Much of the teaching for the module is 

via computer based practicals and the 

overall assessment is by assignment.  

  재무 개론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주제로는 재무제표

분석, 금융환경, 화폐의 시간 가치, 주식과 채권의 평

가, 자본비용, 위험과 수익률, 자본예산 등이다. 이 과

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거시적인 경제의 안목을 키울 수 

있다.

146018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T h i s  m o d u l e  w i l l  f o c u s  o n  t h e 

technologies and issues about the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ETRI 

will participate in this module. Students 

will practice the relate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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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과목은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

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

김없이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

대 네트워크인 광대역 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학습한다. 광대역 통합

망에 의한 서비스, 개방형 플랫폼(Open API), 보안, 

품질보장, IPv6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146020  Security and Contingency in IT 

This module will focus on the area 

of security in IT, which can now have 

repercussions on a worldwide basis due 

to the age of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s, networks and the Internet. 

The best form of defence is attack, so 

the unit will also look at prevention, 

business continuity and disaster recovery 

planning as well as the legal deterrents 

and implications in such situations. 

  암호학, 네트워크 보안, 인증 기술 등 컴퓨터 보안의 

여러 가지 요소기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보안제품의 

개발 및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룬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및 정책에 관한 기술 및 인

터넷 보안을 위한 기술 등에 대해 공부한다.

146021  Business Intelligence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The modul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to contribute to the 

design, development, use and management 

of effective business intelligence solutions. 

  본 교과목에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

션을 설계, 개발,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이론 지

식과 기술 등을 다룬다.

146023 Internship

The aim of this module is to use the 

placement experience to develop and 

enhance as far as possible appropriate areas 

specified in the relevant this major. The 

aims are general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placement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cooperative companies or research centers 

such as SK C&C and ETRI. It is the policy of 

this major to encourage its students to take 

advantage of the Professional Placement.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익혔던 이론을 현장에서 활용하

고 실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엔지니어 양성

을 목표로 한다. 여러 학무 분야의 전공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타 학문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취업하기 이전

에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접하고 경험하게 함으

로써 장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학생들 스스로 자각하여 직장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146025  Case Study: IT Management 

This module aims to explore the 

successful case of IT managements. 

Engineers in industries and research share 

their IT project experience with students. 

  IT 관리의 성공적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과 연구소의 

공학자들이 그들의 IT 프로젝트 경험을 학생과 나눈다.

146026  Capstone Design(I)

Today’s industry requires engineering 

students to have interdisciplinary 

experience with the system-oriented 

and open-ended design that requires 

creativity, application of engineering 

science and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realistic constraints and social factors.  

  캡스톤디자인은 4년동안 ITMB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현실 문제에 적용해 응용력과 문제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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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논리력을 배양한다.

146027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trategies

The module is aimed to prepare an 

undergraduate informatics student with 

the knowledge, skills and motivation 

to create and operate a personal small 

enterprise soon after  graduation. 

Students will maintain a business start-

up research portfolio that demonstrates 

studies and thinking relating to aspects 

of business concept development/review, 

product/ service definition, marketing 

and MR and business finance issues. The 

portfolio will include a draft business 

plan for the start of a small business to 

exploit the defined business concept. 

This module also develops understanding 

of  s t rateg ic  i ssues  re lated  to  i t .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들의 회사

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다룬다.

146028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This module aim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 nd  p op u l a r  s o f t w a r e  p a c k a g e s . 

  본 교과목은 ERP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ERP관련 

유명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사용방법을 다룬다.

146029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This module will focus on the technologies 

and issues about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ETRI will participate in this module.  

방송과 통신을 융합할 때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규

제 및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수 합병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이슈

를 고려한다.

146030  Management of Change 

Even without technological change, 

organizations are continually changing 

their structure, business processes, and 

organisational strategies. The students 

who undertake this module will be given 

the appropriate analytical and practical 

expertise in the effective handling of 

change so that they can be seen as catalysts 

in the change process. The students will 

als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study 

various theoretical issues of change such 

as motivation theory, organizational 

culture, ethics and resistance to change.  

  기술적 변화가 없더라도 조직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구

조, 비즈니스 프로세스, 조직 전략을 변경한다. 본 교과

목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관점에

서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다.

146031  Capstone Design(II)

Today’s industry requires engineering 

students to have interdisciplinary 

experience with the system-oriented 

and open-ended design that requires 

creativity, application of engineering 

science and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realistic constraints and social factors.  

  캡스톤디자인은 4년동안 ITMB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현실 문제에 적용해 응용력과 문제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배양한다.

146032  Software Quality Assurance 

This module introduces concepts, metrics, 

and models in software quali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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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ule covers components of software 

quality assurance systems before, during, 

and after software development. It presents 

a framework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and discuss individual components in the 

framework such as planning, reviews, 

testing,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so on. The course will include case 

studies and hands on experiences.  

  소프트웨어 개발 각 단계별로 검증 기법을 소개하고 실

제 사례 연구를 통해 품질 검증 관련 실무 능력을 배양한

다. 통계적 테스팅 기법과 소스 코드에 적용되는 동적인 

테스팅 기법 등을 소개하며 소프트웨어 시험의 각 단계

별 테스트 데이터 생성, 시험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을 하며, 이 과정에서 최신의 도구들을 사용한다.

146033  Personal Development Planning  
 for IT/IS Professionals

IT 분야에 취업할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비전과 직

업 윤리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그 외에 자기소개서 작

성 등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습을 병행한다.

146034  Management Science 

This module focuses the study of 

concepts relating to management science 

in various information applied service & 

operations organizations. The management 

science is simply a scientific approach to 

decision making that seeks to best design 

and operate a system, usually under 

conditions requiring th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Quantitative methods of 

analysis used to support decision making 

in the various operations management 

activities will be employed to relate theory 

to practice. Students can obtain broad 

knowledge of mathematical and probability 

models. And they are given several 

problems, which are carefully chosen to 

practice management science techniques.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서비스 및 운영과학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수학 및 확률 

통계의 지식을 토대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146035  Fundamentals of Management 

This module is an introduction to the 

management function. The module will give 

students both general busines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s well as the personal 

skills needed for a wide variety of roles of 

managers. It presents the fundamentals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procedures 

to acquaint students with management 

principals,  business terminology, 

types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 

their control. It  will  focus on the 

theory and fundamentals concepts 

of management including planning, 

organization, leadership, and control. 

  경영 기능을 소개하는 교과목이다. 경영자의 다양한 

역할에 요구되는 개인적인 기술 뿐 아니라 일반적인 비

즈니스 지식과 이해를 제공한다. 경영 이론, 비즈니스 

전문 용어, 비즈니스 조직의 형태와 규제 등을 숙지하

기 위한 비즈니스 조직과 과정의 원론을 제공한다. 계

획, 조직, 리더쉽, 규제 등을 포함하는 경영의 원론적

인 개념과 이론에 중점을 둔다.

146036  IT Investmen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module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treatment of commonly used 

and more recently applied methodologies 

for technology investment decision making. 

The module introduces students to an 

in-depth treatment of a wide-variety of 

decision making methodologies focused 

on the subject of investing in IT.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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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rimarily via a mixture of lectures 

and seminars and assessment is in the 

form of a two 120 minute examinations. 

  본 교과목은 기술 투자 결정 마케팅을 위한 통상적이며 

최신 방법론의 포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IT 투자에 중

점을 둔 다양한 의사 결정 방법론의 상세한 처리를 소개

하며 강의와 세미나를 병행한 수업이 진행된다.

146037 Marketing

Major concepts and theories relevant to 

the study and practice of marketing are 

introduced. Topics include the changing 

global marketplace, marketing processes 

and planning, how to use market research, 

an understanding of consumers and 

customers, marketing mix, and market 

segmentation. This introductory subject 

prepares students for further study across 

the broad spectrum of product, service, 

consumer, business-to-business, and 

industrial global and social marketing. 

  마케팅 연구와 실습에 관련된 주요 개념과 이론이 소

개된다. 또한 국제 시장 변화, 마케팅 프로세스 및 게

획, 시장 조사 방법,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이해, 마케

팅 믹스, 시장분할 등을 다루며, 이 과목을 통해 재화

와 서비스, 소비자,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산업적인 

국제 및 사회 마케팅 등에 걸친 폭넓은 연구에 입문하

게 된다.

146050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6051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6052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6053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6054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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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55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6056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6057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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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93 경제학원론(미시)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123203 회계원리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492 Principles of Accounting(in English)

전공선택 123110 정보기술과경영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0

2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94 경영수학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전공필수 123203 회계원리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492 Principles of Accounting(in English)

전공필수 123115 경영학원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6 17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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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전공필수 123205 마케팅관리
3 3 0 그룹4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491 Marketing Management(in English)

전공필수 123207 재무관리
3 3 0 그룹5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488 Financial Management(in English)

전공필수 123443 경영정보시스템
3 3 0 그룹7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489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in English)

전공필수 123113 경영통계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204 재무회계
3 3 0 그룹16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0 Financial Accounting(in English)

소                   계 17 17 0

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전공필수 123205 마케팅관리 3 3 0 그룹4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207 재무관리 3 3 0 그룹5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211 조직행동론
3 3 0 그룹8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123490 Organizational Behavior(in English)

전공선택 123352 중급회계
3 3 0 그룹15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1 Intermediate Accounting

전공선택 123109 기업의사회적책임과기업윤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216 전략적의사결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221 경영정보시스템기획및개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345 마케팅조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497 경영리스크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8 29 0

3 1

전공선택 123220 Strategic Management(in English)
3 3 0 그룹1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451 경영전략

전공선택 123356 서비스운영론
3 3 0 그룹13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494 Operation Management in Service(in English)

전공선택 123441 원가.관리회계
3 3 0 그룹17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2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in English)

전공선택 123114 경제학(거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206 소비자행동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222 지식경영과비즈니스인텔리전스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500 금융시장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3 지식재산권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4 코업(1) 6 0 0

전공선택 123825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42 24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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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123106 생산전략과공급사슬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504 브랜드관리
3 3 0 그룹11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505 Brand Management(in English)

전공선택 123349 투자론
3 3 0 그룹1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495 Investments(in English)

전공선택 123344 노사관계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503 e-비즈니스이론과사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6 지식재산협상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7 코업(2) 6 0 0

전공선택 123828 코업프로젝트(2) 12 0 0

전공선택 123998 타대학이수과목(1) 6 6 0

소                   계 42 24 0

4

1

전공선택 123471 캡스톤디자인(인사조직)

3 3 0 그룹9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123473 캡스톤디자인(보험및재무)   

전공선택 123475 캡스톤디자인(마케팅관리)   

전공선택 123477 캡스톤디자인(회계)   

전공선택 123479 캡스톤디자인(생산및MIS)   

전공선택 123486 국제경영론
3 3 0 그룹14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29 International Business(in English)

전공선택 123111 ERP와Operation Management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116 경영인턴십(1) 3 0 0

전공선택 123202 인사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223 기술경영과 Entrepreneurship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224 기업가정신과창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304 보험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462 세무회계(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506 마케팅커뮤니케이션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30 코업(3) 6 0 0

전공선택 123831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48 27 0

2

전공선택 123116 경영인턴십(1) 3 0 0

전공선택 123219 세무회계(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351 조직이론과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449 유통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464 선물.옵션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511 조직관리연습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512 국제경영론연습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32 회계감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23833 코업(4) 6 0 0

전공선택 123834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42 21 0

합                   계 253 177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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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주간)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 교과목 개요

123106  생산전략과공급사슬관리  
 (Operation Strategy and Supply  
 Chain Management)

소비자 중심의 경제환경에서 공급자와 생산자, 생산

자와 소비자에 관련된 정보제공 방안을 강의하며 특히 

원자재, 가공품 재고, 완제품 재고에 대하여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연계 흐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123109  기업의사회적책임과기업윤리  
 (Legal, Ethical & Global)

기업경영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근간이 

되는 개념과 이슈를 탐구하며,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비판적인 사고와 적합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업가 정신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론과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적 소양과 의사

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123110  정보기술과경영 
 (Introduction to IT Business)

사무자동화로부터 시작된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은 기업의 조직을 변화시키며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기업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기

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목적

이다.

123111  ERP와Operation Management  
 (ERP and Operation Management)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및 구매, 

재고 등의 업무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방안을 공부한다. 특히 기업간의 정보의 원활한 교류

를 통하여 정보의 생성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

는 확장된 전사적 통합시스템의 구축전략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123113  경영통계학 
 (Statistics for Management)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통계이론을 설명하고 

Excel을 사용하여 실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123114 경제학(거시) (Macroeconomics)

국민 소득, 생산, 고용 및 물가, 소득 변화와 결정요

인, 국민소득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다룬다.

123115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은 기업 경영에 관련된 과학적인 학문이고, 

실천적 특성을 갖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

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이해와 자본시장의 사회

적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쉽게 경영학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123116  경영인턴십(1)  
 (Management Internship(1))

각종 산업체의 경영 관련 업무를 실습함으로써 현장

적용의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 교육으로 연결하는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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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02  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근로생활의 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의사결정과 관리 방식에 대한 지식 체계를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123203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의 기초개념과 구조 및 거래의 기록 및 회계처

리,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다

룬다. 특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논쟁의 대상

인 회계 개념 등을 중심으로 회계이론 체계를 강의한다.

123204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중심으로 재무회계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익히며 다양하고 유용한 연습문제 

등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시킨다.

123205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마케팅의 개념, 이론 및 기법과 마케팅 환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의 기본 이론, 개념, 기법 등을 선행연

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23206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소비자의 소비형태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

응을 심리학적, 사회학적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

하여 체계화한 이론 및 기법을 소개한다.

123207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재무와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하여 이론과 실증

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자금조달 및 운용 

기법, 자본구조, 배당정책, 법인소득세 등에 관한 이

론과 기법을 소개한다.

123211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에서의 인간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예측 

및 처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배운다. 특히 종업원

들이 조직에 들어오는 시점을 중심으로 조직 내 종업원

들이 형성할 수 있는 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사

례를 공부한다.

123216  전략적의사결정론 
 (Strategic Decision Making)

선형계획법, 수송 및 할당모형, 시뮬레이션, 

Stochastic 모형 등의 계량적 의사결정기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운영적, 전략적 차원으로

의 활용가능성을 다룬다.

123219  세무회계(2) (Tax Accounting(2))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의 절

차를 다룬다.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급

불산입, 소득공제, 소득불공제 등 회계이익과 과세소

득간의 차이의 원인을 세법 등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

의 조정을 통한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사례 등을 통해 

연습한다.

123220  Strategic Management(in English)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집 및 실행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연구한다. 특히 동서양의 여러 가지 경

영전략 모형이 지닌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다.

123221  경영정보시스템기획및개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lanning and Development)

본 과목은 기업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이 도입되는 과

정을 기획 단계부터 착수, 개발, 통제, 종료 및 유지보

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학습한다. 정보시스템의 기

획 및 개발방법론을 best practice에 기반하여 살펴

보고, 실제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경영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관점에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23222  지식경영과비즈니스인텔리전스  
 (Knowledge Management and  
 Business Intelligence)

본 과목은 비즈니스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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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의 확립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기업에서 축적한 다량의 데이터를 데

이터마이닝 기법 및 최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123223  기술경영과 Entrepreneurship  
 (Technology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마인드 함양을 목적

으로 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미래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 : Chief Executive Officer) 또는 최고 기술

경영자(CTO : Chief Technology Officer)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취하기 위해 경영학 이론과  실

무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123224  기업가정신과창업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 Creation)

기업가정신은 부족한 자원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기

회를 탐색하고 기회를 사업화시키는 행동 및 정신을 말

한다. 본 과목에서는 성공한 기업가 연구의 특성을 파

악하고,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아이디어 탐색, 기회의 포착, 기회의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학습

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플랜 작성의 실제를 경

험하도록 한다. 실제 창업한 기업가들의 초청강연, 사

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의 학습, 

엘리베이터 스피치, 현장 기업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123304 보험론 (Insurance)

개인 및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손실 위험을 측정하고 

이러한 위험을 분산 또는 전가하는 경제적 메카니즘을 

검토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가격결정, 언더

라이팅, 자산운용, 그리고 재보험과 재무위험 관리기

법 등을 공부한다.

123344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노동운동의 역사, 노사관계제도, 이슈 등에 대한 이

론과 사례를 다룬다. 또한 사용자에 대응하여 조직 내

에 구성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형성 및 운용에 관한 이

론과 노조행위의 속성을 분석한다.

123345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시장 조사의 이론과 기법을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마케팅관리에 활용되는 원칙, 조사 도구, 기법등

을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사례연구도 실시한다.

123349 투자론 (Investment Theory)

유가 증권(Securities)의 가격결정 모형과 시장분

석을 토대로 투자가치의 평가와 선택에 관한 이론을 소

개한다.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파생금융 

시장에서의 거래 매커니즘을 공부한다.

123351  조직이론과설계 
 (Macro Organization Theory)

조직은 어떻게 설계되고 기능하며, 조직 속에서 일

하는 사람들과 사회, 그리고 조직은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123352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재무회계교육과정을 발전시킨 고급수준의 회계기법

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즉, 리스회계, 연금회계, 인

플레회계 등의 특수회계 등을 포함하여 기업회계의 여

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123356  서비스운영론 (Operation  
 Management in Service)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의사결정문제를 다룬다. 구체

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서비스 제품설계, 입지, 

배치설계,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 등이 구성 내용이다.

123441  원가.관리회계 
 (Cost & Management Accounting)

원가계산의 이론과 문제점, 그리고 경영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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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용한 새로운 기법을 가르친다. 특히 기업의 제조

기술 및 제조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기법, 그리고 

사례연구를 공부한다.

12344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특히 MIS를 구성하는 

거래처리시스템(TPS), 경영보고시스템(MRS), 의사

결정지원시스템(DSS), 사무정보시스템(OIS), 지식베

이스시스템(KBS)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123449  유통론 (Marketing Channels)

유통경로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

고 소매점과 같은 유통기관의 관리방법 및 환경에 대해

서 연구하고 토론한다.

123451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집 및 실행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연구한다. 특히 동서양의 여러 가지 경

영전략 모형이 지닌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다.

123462 세무회계(1) (Tax Accounting(1))

우리나라 세법의 체계와 세목별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한다.

123464  선물·옵션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교과내용은 금융국제화의 첨병역할을 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공부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과 옵션의 개념을 익히고, 이런 파

생금융상품을 이용해 주식가치와 채권가치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

라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KOSPI200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옵션의 이해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아

울러 스왑도 여기서 함께 다뤄진다.

123471  캡스톤디자인(인사조직) 
 (Capstone Design(Human  
 Resource Management))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123473  캡스톤디자인(보험및재무) (Capstone  
 Design(Insurance & Finance))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123475  캡스톤디자인(마케팅관리) (Capstone  
 Design(Marketing Management))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123477  캡스톤디자인(회계) (Capstone  
 Design(Accounting))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123479  캡스톤디자인(생산및MIS) (Capstone  
 Design(Operation Management &  
 MIS))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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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86  국제경영론 (Business  
 Communication & Presentation)

이 교과목은 국제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확충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기본 메카니즘을 이해하

고 보다 전문화된 국제경영 분야를 학습하고 국제경영

의 다각화 된 여러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

을 통해 국제경영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차

적 목표를 둔다.

123488  Financial Management(in  
 English)

기업재무와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하여 이론과 실증

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자금조달 및 운용 

기법, 자본구조, 배당정책, 법인소득세 등에 관한 이

론과 기법을 소개한다.

123489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in English)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특히 MIS를 구성하는 

거래처리시스템(TPS), 경영보고시스템(MRS), 의사

결정지원시스템(DSS), 사무정보시스템(OIS), 지식베

이스시스템(KBS)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123490  Organizational Behavior(in  
 English) 

조직에서의 인간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예측 및 

처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배운다. 특히 종업원들이 

조직에 들어오는 시점을 중심으로 조직 내 종업원들이 형

성할 수 있는 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이론과 사례를 공부

한다.

123491  Marketing Management(in  
 English)

마케팅의 개념, 이론 및 기법과 마케팅 환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의 기본 이론, 개념, 기법 등을 선행연

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23492  Principles of Accounting(in  
 English)

회계의 기초개념과 구조 및 거래의 기록 및 회계처

리,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다

룬다. 특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논쟁의 대상

인 회계 개념 등을 중심으로 회계이론 체계를 강의한다.

123494  Operation Management in  
 Service(in English)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의사결정문제를 다룬다. 구체

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서비스 제품설계, 입지, 

배치설계,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 등이 구성 내용이다.

123495 Investments(in English)

유가 증권(Securities)의 가격결정 모형과 시장분

석을 토대로 투자가치의 평가와 선택에 관한 이론을 소

개한다.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파생금융 

시장에서의 거래 매커니즘을 공부한다.

123497 경영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기업의 이윤창출 과정인 투자 활동, 신제품 개발및 

기술혁신, 신용 판매 및 매출 확장, 고용 및 성과 평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리스

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처하는 기법을 검토한다. 특히 

금융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파생상품 및 금융공

학의 상품설계 이론, 포트폴리오 원리, 민감도 분석 등 

리스크 관리 이론을 공부한다. 아울러 모험(Venture)

기업의 기술혁신 금융과 자본 조달에 관한기법도 검토

한다.

123500  금융시장론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과 금리 이론을 검토하고 금융

시장을 세분화하여 통화 및 예금 시장, 대출시장,자산

운용시장, 여신전문금융시장, 기업구조조정시장, 국

제금융시장 등의 기능을 공부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자금중개 금융기관의 운영 원

리, 그리고 정부의 건전성 규제 문제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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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도 함

께 공부한다.

123503  e-비즈니스이론과사례 (E-business  
 Theory and Cases)

기업간 소비자간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여 e-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전략 그리고 이

를 둘러싼 규제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이슈에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산업별로 e-비즈니스기업의 사례를 

공부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123504  브랜드관리 (Brand Management)

브랜드관리는 기업과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의 역

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기본원리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한 과목이다. 브랜드 

관리에서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브랜드의 

중요성과 정의, 그리고 최근 브랜드관리 추세, 관련 기

본 이론 및 중요 개념 등을 이해한다. 브랜드관리 기법

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에 대

한 이해를 가장 먼저 다룬다. 그 다음으로 브랜드관리

의 절차와 기법 등을 학습한다.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

본적인 절차와 기법,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브

랜드 경험 혹은 감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연구하고 실무적인 적

용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브랜드 이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 즉 브랜드 아키

텍처, 계층구조, 포트폴리오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개

념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 이와 함께, 브랜드 가치의 측정, 브랜드 매니저 제

도 및 브랜드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공

적인 적용방법 등을 학습한다.

123505  Brand Management(in English) 

브랜드관리는 기업과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의 역

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기본원리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한 과목이다. 브랜드 

관리에서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브랜드의 

중요성과 정의, 그리고 최근 브랜드관리 추세, 관련 기

본 이론 및 중요 개념 등을 이해한다. 브랜드관리 기법

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에 대

한 이해를 가장 먼저 다룬다. 그 다음으로 브랜드관리

의 절차와 기법 등을 학습한다.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

본적인 절차와 기법,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브

랜드 경험 혹은 감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연구하고 실무적인 적

용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브랜드 이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 즉 브랜드 아키

텍처, 계층구조, 포트폴리오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개

념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 이와 함께, 브랜드 가치의 측정, 브랜드 매니저 제

도 및 브랜드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공

적인 적용방법 등을 학습한다.

123506  마케팅커뮤니케이션관리 
 (Marketing Communication)

마케팅 활동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부문 조직 내의 마케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들에게의 의사소통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조직이 목

표하고 있는 목적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

략, 이론, 도구들에 대하여 배운다. 통합커뮤니케이

션, 설득과 소비자행동, 인적판매, 광고관리, 판매촉

진관리 등을 포함한다.

123511  조직관리연습 (Case Studies and  
 Practices on Organizational  
 Management)

조직관리연습은 경영학과의 전공필수 및 선택 과목

을 이수한 학생들이 실제 실무에 접했을 때 응용할수 

있는 지식과 툴을 학습하도록 구성된 과목이다. 조직

행동론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한 개인, 집단의 관리 

이슈, 인사관리에 기반을 둔 평가 체계 및 보상시스템

의 설계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어떻게 회

사의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에 맞는 전략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실제 학생들이 실무에서 업무를 접했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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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사고법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기법 및 툴

을 제공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과목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3512  국제경영론연습 (Case Studies and  
 Practices on International  
 Business)

이 교과목은 국제경영론의 심화과정으로서, 해외무

역, 국제마케팅, 국제경영 등에 관한 현장의 사례연구

와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기초로 한 실무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3820  Financial Accounting(in English)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중심으로 재무회계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익히며 다양하고 유용한 연습문제 

등을 이해를 증진시킨다.

123821  Intermediate Accounting  
 (In English)

재무회계교육과정을 발전시킨 고급수준의 회계기법

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즉, 리스회계, 연금회계, 인

플레회계 등의 특수회계 등을 포함하여 기업회계의 여

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123822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in English)

원가계산의 이론과 문제점, 그리고 경영의사 결정

에 유용한 새로운 기법을 가르친다. 특히 기업의 제조

기술 및 제조환경의 변화에 효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기법, 그리고 

사례연구를 공부한다.

123823  지식재산권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본 지식재산권 개론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들의 개요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지식

재산은 크게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

작권(copyright), 사업비밀(trade secret), 그리

고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본 과정은 상기 지식재산들의 내용과 권리범위, 

취득방법, 그리고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학습과정이

다. 본 과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관련 5대 지식재산

들이 기본 개념과 그 권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3824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3825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23826  지식재산협상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ion)

본 과목은 기술이전 계약과 지식재산 분쟁에서 다양

한 형태로 전개되는 지식재산 관련 협상의 전략을 사례

연구와 실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

내의 대표적인 지식재산 협상 전문가 그룹을 통해 현장

의 노하우가 전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협상의 기본적

인 이론들보다는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협상

에 대한 준비 방법, 협상 테이블에서의 전략, 계약서 

등 문서 작성의 노하우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123827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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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3828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23829  International Business(in English) 

이 교과목은 국제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확충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기본 메카니즘을 이해하

고 보다 전문화된 국제경영 분야를 학습하고 국제경영

의 다기화 된 여러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

을 통해 국제경영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차

적 목표를 둔다.

123830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3831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23832 회계감사 (Auditing)

회계이론에 기초한 감사의 기능과 실제를 이론과 사

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123833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23834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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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간) 교 육 과 정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2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200293 경제학원론(미시)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39 역사와인간

2 2 0 2영역교양필수 200838 동서문명의교류

교양필수 200839 한국사의재조명

교양필수 2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2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200841 경제의이해

전공선택 223110 정보기술과경영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4 14 0

2

교양필수 2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8 중국어회화(1)

교양필수 200821 일본어회화(1)

교양필수 200294 경영수학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2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2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2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2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2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2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200800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2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2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223112 경영학원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3203 회계원리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6 17 0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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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2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전공필수 223113 경영통계학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3205 마케팅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3207 재무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필수 223443 경영정보시스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04 재무회계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7 17 0

2

교양필수 2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교양필수 200819 중국어회화(2)

교양필수 200822 일본어회화(2)

전공필수 223211 조직행동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109 기업의사회적책임과기업윤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16 전략적의사결정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21 경영정보시스템기획및개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45 마케팅조사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52 중급회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497 경영리스크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2 23 0

3 1

전공선택 223114 경제학(거시)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06 소비자행동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22 지식경영과비즈니스인텔리전스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56 서비스운영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62 금융시장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441 원가•관리회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451 경영전략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500 지식재산권개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4 24 0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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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필수 223209 생산전략과공급사슬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44 노사관계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49 투자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65 e-비즈니스이론과사례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66 브랜드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501 지식재산협상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18 18 0

4

1

전공선택 223471 졸업논문및세미나(인사조직)

3 3 0 그룹3 복수(부)전공 졸업관련

전공선택 223473 졸업논문및세미나(보험및재무)

전공선택 223475 졸업논문및세미나(마케팅관리)

전공선택 223477 졸업논문및세미나(회계)

전공선택 223479 졸업논문및세미나(생산및MIS)

전공선택 223111 ERP와Operation Management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02 인사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24 기업가정신과창업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04 보험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67 마케팅커뮤니케이션관리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462 세무회계(1)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486 국제경영론 3 3 0 복수(부)전공

소                   계 24 24 0

2

전공선택 223219 세무회계(2)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223 기술경영과 Entrepreneurship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51 조직이론과설계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72 조직관리연습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373 국제경영론연습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449 유통론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464 선물•옵션 3 3 0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223502 회계감사 3 3 0

소                   계 24 24 0

합                   계 135 161 0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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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야간)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 교과목 개요

223109  기업의사회적책임과기업윤리 
 (Legal, Ethical & Global)

기업 경영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근간이 

되는 개념과 이슈를 탐구하며,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비판적인 사고와 적합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론과 실제 사

례분석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적 소양과 의사결

정 능력을 배양한다.

223110  정보기술과경영 
 (Introduction to IT Business)

사무자동화로부터 시작된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은 기업의 조직을 변화시키며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기업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기

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목적

이다.

223111  ERP와Operation Management  
 (ERP and Operation Management)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및 구매, 

재고등의 업무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방안을공부한다. 특히 기업간의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정보의 생성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확장된전사적 통합시스템의 구축전략 등에 대하여 공

부한다.

223112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은 기업 경영에 관련된 과학적인 학문이고, 

실천적 특성을 갖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

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이해와 자본시장의 사회

적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쉽게 경영학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223113  경영통계학 
 (Statistics for Management)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통계이론을 설명하고 

Excel을 사용하여 실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223114 경제학(거시) 

국민 소득, 생산, 고용 및 물가, 소득 변화와 결정요

인, 국민소득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다룬다.

223202  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근로생활의 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의사결정과 관리 방식에 대한 지식 체계를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223203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의 기초개념과 구조 및 거래의 기록 및 회계처

리,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다

룬다. 특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논쟁의대상

인 회계 개념 등을 중심으로 회계이론 체계를 강의한다.

223204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중심으로 재무회계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익히며 다양하고 유용한 연습문제 

등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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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5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마케팅의 개념, 이론 및 기법과 마케팅 환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의 기본 이론, 개념, 기법 등을 선행연

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223206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소비자의 소비형태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

응을 심리학적, 사회학적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

하여 체계화한 이론 및 기법을 소개한다.

223207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재무와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하여 이론과 실증

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자금조달 및 운용 

기법, 자본구조, 배당정책, 법인소득세 등에 관한 이

론과 기법을 소개한다.

223209  생산전략과공급사슬관리 (Operation  
 Strategy and Supply Chain  
 Management)

소비자 중심의 경제환경에서 공급자와 생산자, 생산

자와 소비자에 관련된 정보제공 방안을 강의하며 특히 

원자재, 가공품 재고, 완제품 재고에 대하여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연계 흐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223211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에서의 인간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예측 

및 처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배운다. 특히 종업원

들이 조직에 들어오는 시점을 중심으로 조직 내 종업원

들이 형성할 수 있는 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사

례를 공부한다.

223216  전략적의사결정론 
 (Strategic Decision Making)

선형계획법, 수송 및 할당모형, 시뮬레이션, 

stochastic 모형 등의 계량적 의사결정기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운영적, 전략적 차원으로

의 활용가능성을 다룬다.

223219  세무회계(2) (Tax Accounting(2))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의 절

차를 다룬다.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급

불산입, 소득공제, 소득불공제 등 회계이익과 과세소

득간의 차이의 원인을 세법 등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

의 조정을 통한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사례 등을 통해 

연습한다.

223221  경영정보시스템기획및개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lanning and Development)

본 과목은 기업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이 도입되는 과

정을 기획 단계부터 착수, 개발, 통제, 종료 및 유지보

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학습한다. 정보시스템의 기

획 및 개발방법론을 best practice에 기반하여 살펴

보고, 실제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경영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관점에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223222  지식경영과비즈니스인텔리전스  
 (Knowledge Management and  
 Business Intelligence)

본 과목은 비즈니스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의 확립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기업에서 축적한 다량의 데이터를 데

이터마이닝 기법 및 최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223223  기술경영과 Entrepreneurship  
 (Technology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마인드 함양을 목적

으로 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미래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 : Chief Executive Officer) 또는 최고 기술

경영자(CTO : Chief Technology Officer)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취하기 위해 경영학 이론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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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223224  기업가정신과창업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 Creation)

기업가정신은 부족한 자원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기

회를 탐색하고 기회를 사업화시키는 행동 및 정신을 말

한다. 본 과목에서는 성공한 기업가 연구의 특성을 파

악하고,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아이디어 탐색, 기회의 포착, 기회의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학습

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플랜 작성의 실제를 경

험하도록 한다. 실제 창업한 기업가들의 초청강연, 사

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의 학습, 

엘리베이터 스피치, 현장 기업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223304 보험론 (Insurance)

개인 및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손실 위험을 측정하고 

이러한 위험을 분산 또는 전가하는 경제적 메카니즘을 

검토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가격결정, 언더

라이팅, 자산운용, 그리고 재보험과 재무위험 관리기

법 등을 공부한다.

223344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노동운동의 역사, 노사관계제도, 이슈 등에 대한 이

론과 사례를 다룬다. 또한 사용자에 대응하여 조직 내

에 구성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형성 및 운용에 관한 이

론과 노조행위의 속성을 분석한다.

223345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Survey)

시장 조사의 이론과 기법을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마케팅관리에 활용되는 원칙, 조사 도구, 기법등

을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사례연구도 실시한다.

223349 투자론 (Investments)

유가 증권(Securities)의 가격결정 모형과 시장분

석을 토대로 투자가치의 평가와 선택에 관한 이론을소

개한다.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파생금융 

시장에서의 거래 매커니즘을 공부한다.

223351  조직이론과설계 
 (Macro Organizational Theory)

조직은 어떻게 설계되고 기능하며, 조직 속에서 일

하는 사람들과 사회, 그리고 조직은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223352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재무회계교육과정을 발전시킨 고급수준의 회계기법

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즉, 리스회계, 연금회계, 인

플레회계 등의 특수회계 등을 포함하여 기업회계의 여

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223356  서비스운영론 (Operation  
 Management in Service)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룬다. 구체

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서비스 제품설계, 입지, 

배치설계,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 등이 구성 내용이다.

223362  금융시장론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과 금리 이론을 검토하고 금융

시장을 세분화하여 통화 및 예금 시장, 대출시장, 자산

운용시장, 여신전문금융시장, 기업구조조정시장, 국

제금융시장 등의 기능을 공부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자금중개 금융기관의 운영 원

리, 그리고 정부의 건전성 규제 문제 등을분석한다. 또

한 자본시장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도 함께 

공부한다.

223365  e-비즈니스이론과사례 (E-business  
 Theory and Cases)

기업간 소비자간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여 e-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전략 그리고 이

를 둘러싼 규제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이슈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산업별로 e-비즈니스기업의 사례를 

공부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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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66 브랜드관리 (Brand Management)

브랜드관리는 기업과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의 역

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기본원리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한 과목이다.브랜드 

관리에서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브랜드의 

중요성과 정의, 그리고 최근 브랜드관리 추세, 관련 기

본 이론 및 중요 개념 등을 이해한다. 브랜드관리 기법

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에 대

한 이해를 가장 먼저 다룬다. 그 다음으로 브랜드관리

의 절차와 기법 등을 학습한다.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

본적인 절차와 기법,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브

랜드 경험 혹은 감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연구하고 실무적인 적

용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브랜드 이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 즉 브랜드 아키

텍처, 계층구조, 포트폴리오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개

념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 이와 함께, 브랜드 가치의 측정, 브랜드 매니저 제

도 및 브랜드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공

적인 적용방법 등을 학습한다.

223367  마케팅커뮤니케이션관리 
 (Marketing Communication)

마케팅 활동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마

케팅 부문 조직 내의 마케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에게의 의사소통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조직이 목표하

고 있는 목적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과정,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략, 이

론, 도구들에 대하여 배운다. 통합커뮤니케이션, 설득

과 소비자행동, 인적판매, 광고관리, 판매촉진관리 등

을 포함한다.

223372  조직관리연습 (Case Studies and  
 Practices on Organizational  
 Management)

조직관리연습은 경영학과의 전공필수 및 선택 과목

을 이수한 학생들이 실제 실무에 접했을 때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툴을 학습하도록 구성된 과목이다.조직행

동론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한 개인, 집단의 관리 이

슈, 인사관리에 기반을 둔 평가 체계 및 보상시스템의 

설계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어떻게 회사

의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구성

되어 있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구성

되어 실제 학생들이 실무에서 업무를 접했을 때 응용할 

수 있는 사고법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기법 및 툴을 제

공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과목의 목적을 두고 

있다.

223373  국제경영론연습 (Case Studies  
 and Practices on International  
 Business)

이 교과목은 국제경영론의 심화과정으로서, 해외무

역, 국제마케팅, 국제경영 등에 관한 현장의 사례연구

와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기초로 한 실무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3441  원가·관리회계 
 (Cost & Management Accounting)

원가계산의 이론과 문제점, 그리고 경영의사 결정

에 유용한 새로운 기법을 가르친다. 특히 기업의 제조

기술 및 제조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기법, 그리고 

사례연구를 공부한다.

22344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특히 MIS를 구성하는 

거래처리시스템(TPS), 경영보고시스템(MRS), 의사

결정지원시스템(DSS), 사무정보시스템(OIS), 지식베

이스시스템(KBS)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223449  유통론 (Distribution Systems)

유통경로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

고 소매점과 같은 유통기관의 관리방법 및 환경에대해

서 연구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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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51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집 및 실행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연구한다. 특히 동서양의 여러 가지경

영전략 모형이 지닌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다.

223462 세무회계(1) (Tax Accounting(1))

우리나라 세법의 체계와 세목별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한다.

223464  선물·옵션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교과내용은 금융국제화의 첨병역할을 하는 파생금

융상품을 공부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선물시장에

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과 옵션의 개념을 익히고, 이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주식가치와 채권가치를 보호하

는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

나라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KOSPI 200 주가

지수선물과 주가지수옵션의 이해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스왑도 여기서 함께 다뤄진다.

223471  졸업논문및세미나(인사조직) 
 (Research Thesis and Seminar)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223473  졸업논문및세미나(보험및재무)   
 (Research Thesis and Seminar)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223475  졸업논문및세미나(마케팅관리) 
 (Research Thesis and Seminar)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223477  졸업논문및세미나(회계)  
 (Research Thesis and Seminar)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223479  졸업논문및세미나(생산및MIS)  
 (Research Thesis and Seminar)

여러 유형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

여 지도한다.

223486 국제경영론 (International Business) 

이 교과목은 국제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확충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기본 메카니즘을 이해하

고 보다 전문화된 국제경영 분야를 학습하고 국제경영

의 다기화된 여러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

을 통해 국제경영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차

적 목표를 둔다.

223497 경영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기업의 이윤창출 과정인 투자 활동,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 신용 판매 및 매출 확장, 고용 및 성과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처하는 기법을 검토한다. 특히 금융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파생상품 및금융공학의 

상품설계 이론, 포트폴리오 원리, 민감도 분석 등 리스

크 관리 이론을 공부한다. 아울러 모험(Venture)기업

의 기술혁신 금융과 자본 조달에 관한 기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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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00  지식재산권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본 지식재산권 개론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

야 하는 지식재산들의 개요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지식재산은 크게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사업비밀(trade secret), 그리

고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으로 나눌 수 있

다. 본 과정은 상기 지식재산들의 내용과 권리범위, 취

득방법, 그리고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학습과정이다. 

본 과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관련 5대 지식재산들이 

기본 개념과 그 권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3501  지식재산협상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ion)

본 과목은 기술이전 계약과 지식재산 분쟁에서 다양

한 형태로 전개되는 지식재산 관련 협상의 전략을 사례

연구와 실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

내의 대표적인 지식재산 협상 전문가 그룹을 통해 현장

의 노하우가 전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협상의 기본적

인 이론들보다는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협상

에 대한 준비 방법, 협상 테이블에서의 전략, 계약서 

등 문서 작성의 노하우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223502 회계감사 (Auditing)

회계이론에 기초한 감사의 기능과 실제를 이론과 사

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  529  -



글
로

벌
경

영
학

과
 글

로
벌

테
크

노
경

영
전

공
 교

과
연

계
도



-  531  -

2013 (주간) 교 육 과 정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1

1

교양필수 100190 영어(1)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0 고급영어(1)

교양필수 100770 실용영어회화(1)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8 고급실용영어회화(1)

교양필수 100935 진로설계 1 1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94 경영수학 3 2 2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518 신화의세계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2 2 0 1영역교양필수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교양필수 100765 동양사상과현대

교양필수 100766 현대문화론

2 2 0 4영역교양필수 100861 현대예술의이해

교양필수 100862 현대문학의이해

교양필수 100833 기술과사회

2 2 0 5영역교양필수 100863 자연과학의세계

교양필수 100864 생명과인간

전공필수 147030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0

전공선택 123110 정보기술과경영 3 3 0

소                   계 22 22 2

2

교양필수 100200 영어(2)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21 고급영어(2)

교양필수 100771 실용영어회화(2)
1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819 고급실용영어회화(2)

교양필수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2 2 0 공통필수

교양필수 100193 경제학원론(미시) 3 3 0 학문기초

교양필수 100798 사회의이해

2 2 0 3영역교양필수 100799 정치의이해

교양필수 100831 경제의이해

교양필수 100813 동양문명의이해 3 3 0 학문기초

교양선택 100950 Presentation(2) 3 3 0

전공필수 147031 Statistics for  Business   3 2 2

전공선택 147032 Principles of Accounting   3 3 0

소                   계 22 22 2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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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2

1

교양필수 100195 법의이해 3 3 0 학문기초

전공필수 147036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 3 0

전공선택 147033 Operational Analysis   3 3 0

전공선택 147034 Financial Management   3 3 0

전공선택 147035 Marketing Management   3 3 0

전공선택 147043 경제학원론(거시) 3 3 0

소                   계 18 18 0

2

교양필수 100196 기후변화 4 3 2 학문기초

전공필수 147012 기술경영개론 3 3 0

전공필수 147061 행동적의사결정론 3 3 0

전공필수 147063 차세대웹기술활용전략 3 3 0

전공선택 123497 경영리스크관리 3 3 0

전공선택 147060 해외어학연수 2 2 0

전공선택 147062 지적재산권 3 3 0

소                   계 21 20 2

3 1

전공선택 123356 서비스운영론 3 3 0

전공선택 123441 원가.관리회계 3 3 0

전공선택 147007 연구방법론 3 2 2

전공선택 147064 조직행동론 3 3 0

전공선택 147065 기술혁신과전략 3 3 0

전공선택 147066 창의성과혁신 3 3 0

전공선택 147067 국제경영학 3 3 0

전공선택 147068 코업(1) 6 0 0

전공선택 147069 코업프로젝트(1) 12 0 0

소                   계 39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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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3 2

전공선택 147070 소프트웨어개발론 3 3 0

전공선택 147071 기업가정신과창업(1) 3 3 0

전공선택 147072 기술마케팅 3 3 0

전공선택 147073 그린경영 3 3 0

전공선택 147074 기술시장분석 3 2 2

전공선택 147075 해외대학이수과목 3 3 0

전공선택 147076 시스템분석과사고체계 3 3 0

전공선택 147077 코업(2) 6 0 0

전공선택 147078 코업프로젝트(2) 12 0 0

소                   계 39 20 2

4

1

전공선택 147006 특허전략 3 3 0

전공선택 147023 캡스톤디자인Ⅰ 3 1 4

전공선택 147025 GTM세미나 3 3 0

전공선택 147041 경영인턴십(1) 3 0 0

전공선택 147079 디자인경영 3 3 0

전공선택 147080 CRM과데이터마이닝 3 3 0

전공선택 147081 기업가정신과창업(2) 3 3 0

전공선택 147082 코업(3) 6 0 0

전공선택 147083 코업프로젝트(3) 12 0 0

소                   계 39 16 4

2

전공선택 123106 생산전략과공급사슬관리 3 3 0

전공선택 147024 벤쳐금융론 3 3 0

전공선택 147026 캡스톤디자인Ⅱ 3 1 4

전공선택 147042 경영인턴십(2) 3 0 0

전공선택 147084 중소기업경영론 3 3 0

전공선택 147085 코업(4) 6 0 0

전공선택 147086 코업프로젝트(4) 12 0 0

소                   계 33 10 4

합                   계 233 14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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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Global Technology Management)

◈ 교과목 개요

147012  기술경영개론 (Introduction to  
 Technology Management) 

신기술에 기초하여 창업을 계획하는 미래의 경영인

들을 위해 창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한다. 사

업기회의 평가, 자원 조달, 기업의 성장과 관리, 인적

자원의 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창업경영

인들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147023 캡스톤디자인(Ⅰ) (Capstone Design(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부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

득한 제 지식을 이용하여, 경영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관심분야별로 나누어 지도교수 

지도하에 수행한다.

147030  Introduction to Management       

본 과목은 business 와 management의 기본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기업 소

유, 관리 조직, 마케팅 관리, 기술 및 정보, 금융과 같

은 항목을 다룬다.

147031  Statistics for Business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통계이론을 설명하고 

Excel을 사용하여 실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147036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특히 MIS를 구성하

는 거래처리시스템(TPS), 경영보고시스템(MRS), 의

사결정지원시스템(DSS), 사무정보시스템(OIS), 지식

베이스시스템(KBS)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147061  행동적의사결정론 

 (Behavioral decision making)

경영자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는 신속하고 적절한 의

사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많은 의사결정이 직관적으로 

내려진다. 본 과목에서는 직관적으로 내려지는 의사결

정의 인지적 특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과

제나 상황의 영향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147063  차세대웹기술활용전략 (Web  

 Technologies and Strategies)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

출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수행으로 전자상거래

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본 과목은 eb-biz에 

대하여 이해하고, 웹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가치창

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3106  생산전략과공급사슬관리 (Operation  

 Strategy and Supply Chain  

 Management)

소비자 중심의 경제환경에서 공급자와 생산자, 생산

자와 소비자에 관련된 정보제공 방안을 강의하며 특히 

원자재, 가공품 재고, 완제품 재고에 대하여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연계 흐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123110  정보기술과경영 

 (Introduction to IT Business)

사무자동화로부터 시작된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은 기업의 조직을 변화시키며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기업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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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기

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본교과목의 목적

이다.

123356  서비스운영론 (Operation  

 Management in Service)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의사결정문제를 다룬다. 구체

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서비스 제품설계, 입지, 

배치설계, 서비스의 전략적 활용 등이 구성 내용이다.

123441  원가·관리회계 

 (Cost & Management Accounting)

원가계산의 이론과 문제점, 그리고 경영의사 결정

에 유용한 새로운 기법을 가르친다. 특히 기업의 제조

기술 및 제조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기법, 그리고 

사례연구를 공부한다.

123497  경영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기업의 이윤창출 과정인 투자 활동, 신제품 개발및 

기술혁신, 신용 판매 및 매출 확장, 고용 및 성과 평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리스

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처하는 기법을 검토한다. 특히 

금융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파생상품 및 금융공

학의 상품설계 이론, 포트폴리오 원리, 민감도 분석 등 

리스크 관리 이론을 공부한다. 아울러 모험(Venture)

기업의 기술혁신 금융과 자본 조달에 관한기법도 검토

한다.

147006 특허전략 (Strategy for Patents)

특허, 저작권, 상표권 및 부정 경쟁법, 퍼블시티 권

리 등 지적 재산권의 기초와 지적재산권의 상업화에 관

련된 지식을 함양하고, 특허 전략을 모색한다.

147007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경영학 연구에 적용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논리적

인 사고를 배양하며, 이론 구축에 대한 틀을 숙지시킴

으로써 이론정립의 역량을 키우고 독자적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147012 기술경영개론 

신기술에 기초하여 창업을 계획하는 미래의 경영인

들을 위해 창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한다. 사

업기회의 평가, 자원 조달, 기업의 성장과 관리, 인적

자원의 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창업경영

인들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147024 벤쳐금융론 (Venture finance)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수

단을 소개하며 벤처자본의 비용 분석과 투자가치 평가

모델을 공부한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및 

거래소 상장, 기업가치 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소개한

다.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금융(Finance of 

innovation) 지원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의약, 에너

지 등 첨단 산업분야별 R&D투자 및 평가기법을 분석

한다. 아울러 기술혁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

여 real option 및 decision tree, 게임이론, 그리

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 등도 함께 공부한다. 

147025  GTM세미나 (Global Technology  
 Management Seminar)

스마트 기술, 창의적인 경영자 마인드와 녹색혁명을 

통하여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융합경영방

안을 논의하고 모색한다.

147026 캡스톤디자인(Ⅱ) (Capstone Design(Ⅱ))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부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

득한 제 지식을 이용하여, 경영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관심분야별로 나누어 지도교수 

지도하에 수행한다.

147032  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의 기초개념과 구조 및 거래의 기록 및 회계처

리,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다

룬다. 특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논쟁의 대상

인 회계 개념 등을 중심으로 회계이론 체계를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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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3  Operational Analysis    

본 과목은 operational management에 관한 일

반적인 소개를 한다. Operational management

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즉 회사의 반복활동으로 

금융과 마케팅과 함께 회사운영의 세가지 기본 중 하나

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설

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147034  Financial Management    

기업재무와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하여 이론과 실증

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자금조달 및 운용 

기법, 자본구조, 배당정책, 법인소득세 등에 관한 이

론과 기법을 소개한다. 

147035  Marketing Management    

마케팅의 개념, 이론 및 기법과 마케팅 환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정의 기본 이론, 개념, 기법 등을 선행연

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47041  경영인턴십(1) 
 (Management internship(1))

각종 산업체에 경영관련 업무를 실습함으로써 현장

적용의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 교육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147042  경영인턴십(2) 
 (Management internship(2))

각종 산업체에 경영관련 업무를 실습함으로써 현장

적용의 기회를 살려 산학연계 교육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147043  경제학원론(거시) (Principles of  
 Economics(Macro))

국민소득, 생산,고용 및 물가, 소득 변화와 결정요

인, 국민소득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다룬다. 

147060  해외어학연수 
 (Language Study in abroad)

해외 어학연수 기관에서 방학 중 어학연수를 통해 실

용적인 어학 능력을 향상시킨다.

147062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신가치를 창출하고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

인보호,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이 무형의 창작물에 대

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학습한다. 

147064 조직행동론 (Organiztional Behavior)

조직에서의 인간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예측 

및 처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배운다. 특히 종업원

들이 조직에 들어오는 시점을 중심으로 조직 내 종업원

들이 형성할 수 있는 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사

례를 공부한다. 

147065  기술혁신과전략 
 (Strategic Technolgy Innovation) 

동 과목은 기술혁신의 기초개념과 이론, 분석모형을 

배우고 이를 친숙한 기술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실용성

과 분석력을 높이고자 함 타자기,PC, 자동차, 전등, 

TV, 판유리, 사진필름, 제빙기(냉장고) 등과 같이 이

해 하기 쉽고 친숙한 제품을 통해 혁신의 동태적 변화

와 기업전략을 살핀다

147066  창의성과혁신 
 (Creativity & Innovation)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지과학에서 이루어진 인간정보 처리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문제

해결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훈련하

는 기회를 갖는다.

147067  국제경영학 (International Business) 

이 교과목은 국제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확충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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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전문화된 국제경영 분야를 학습하고 국제경영

의 다기화된 여러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

을 통해 국제경영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차

적 목표를 둔다. 

147068  코업(1)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1))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7069  코업프로젝트(1)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1))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7070  소프트웨어개발론 
 (Software Development)

본 과목은 경영학 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입문

과목이다. SW프로그래밍에 대해 이론적인 학습과 더

불어,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래밍을 체험하고 간단한 

SW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147071  기업가정신과창업(1)  
 (Enterpreneurship and new  
 venture creation(Ⅰ))

기업가들이 갖는 특성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

해, 아이디어 발굴과 아이디어 평가 및 비즈니스모델

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기업가정신 함

양과 사업아이디어 발굴 능력 함양을 위한 과목이다. 

147072 기술마케팅 (Technology marketing)

본 과목에서는 첨단기술산업으로 창출된 신기술을 

제품화하거나 기술 중개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 가

치를 극대화하여 신기술이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제품이 시장에서 수용되도록 기획

하고 설득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고찰한다.

147073 그린경영 (Green Management) 

본 강의는 녹색기술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작용 및 녹색산

업 시대의 기술 가치 분석기법을 이해한다.

147074  기술시장분석 (Trend analysis in  
 technology market)

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업, 

산업, 기술에 대한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장 상황을 파악함

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47075  해외대학이수과목 (Study in abroad)

외국 자매결연 대학에서 수학한 교과목을 GTM 교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한다.

147076  시스템분석과사고체계 (System  
 Analysis and Thinking process)

본 과목은 시스템적 경영문제 관점에서 사고하여, 

핵심문제를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

한다.

147077  코업(2)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2))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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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7078  코업프로젝트(2)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2))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7079 디자인경영  (Design management) 

디자인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엔진으

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생산, 마케팅부서가 어떻게 협력하여 디자

인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147080  CRM과데이터마이닝 
 (CRM and DataMining)

본 강의는 녹색기술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작용 및 녹색산

업 시대의 기술 가치 분석기법을 이해한다.

147081  기업가정신과창업(2)  
 (Enterpreneurship and new  
 venture creation(Ⅱ)

실제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평가, 시장조사, 비즈니

스 플랜 작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며 엘리베이

터 피치의 효과적인 방법과 실제 사업진행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다루는 과목이다. 모의창업을 통해 사업 아

이디어의 실제 사업화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147082  코업(3)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3))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7083  코업프로젝트(3)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3))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147084  중소기업경영론 
 (Management for SMEs)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조직설계, 금융과 투

자, 기술개발, 국제화, 정보화 전략 등을 살펴보고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147085  코업(4)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4))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

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학업과 현장 업무를 연결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은 코업 기간 중에 전공

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코업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코업 종료 시에는 기업 평가서를 

또 기업은 학생 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47086  코업프로젝트(4) (Co-operative  
 Education Project(4))

코업 프로젝트는 학생이 코업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준다. 코업 프로젝트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

함되지 않으나 성적표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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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IT 전문교과목 프로그램 운영 개요

○ 목적

NIT 미래산업연구단지 내에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NT, IT 제조장비 관련분야의 전문산업인

력 양성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참여대학이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프로그램 이수형태

- 2006년도부터 3+1 체제로 4학년 과정만 운영

- 나노와 IT분야는 물론 마이크로패키징 분야로 특화하여 교과목 운영

○ 학생선발

- 참여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40명 선발

- 4학년의 전공교육과정을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타에서 공동으로 운영함.

즉, 1, 2, 3학년 과정은 소속대학에서 교양 및 기초전공과목을 이수하고, 4학년 과정은 서울테크노폴리

스추진센타에서 참여 대학 학생들과 함께 구성된 Class에서 교육이 공동으로 이루어짐. ('3+1'제도)

- 참여기업체가 직접 학생을 면접에 참여하여 선발함.

- 기업이 직접, "선발교육실습취업"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맞춤식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운영.

Ⅱ. NIT 전문교과목 프로그램 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영역 복  수

공학인증

교과구분

인증
설계
학점

비고

4

1

전공필수 174401 마이크로패키징공학 개론 3 2 2

전공필수 174406 IT/나노 융합 Capstone Design(1) 6 4 4

전공선택 174417 공학영어프리젠테이션(1)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74419 나노복합재료공학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74420 반도체공정기술및응용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74423 FAB실무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74424 IT소자공학및응용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23 15 16

2

전공필수 174412 IT/나노 융합 Capstone Design(2) 6 4 4

전공선택 174402 마이크로패키징 장비개론 3 2 2

전공선택 174418 공학영어프리젠테이션(2) 2 1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74421 시스템패키징공정및신뢰성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74422 임베디드기반NIT설계기술 3 2 2 복수(부)전공

전공선택 174425 NIT소자측정및분석개론 3 2 2 복수(부)전공

소                   계 20 13 14

합                   계 43 28 30

NIT 전문교과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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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 University Program

◈ 교과목 개요

174401  마이크로패키징공학 개론 (Introduction  
 to Micro-packaging Engineering)

마이크로시스템 패키징의 기본개념을 소개로 시작

하며 핵심패키징 제조공정 (Bonding, Sealing, 

Assembly, Encapsulations 등)의 개념 및 원리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이들 기술을 다양한 시스템에 응

용하는 사례를 통하여 마이크로시스템 패키징 공학을 

폭 넓게 공부한다.

174402  마이크로패키징공학 장비개론 (Introduction 
to Micro-packaging Device)

마이크로시스템 패키징에 필요한 핵심 요소자이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각 장비들의 동작원리 및 구조

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패키징 장비를 설게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74406  IT/나노 융합 Capstone Design(1) 
 (Fusion Engineering IT and Nano  
 Capstone Design(1))

'IT/ 나노 융합 Capstone Design Ⅱ'와 연계

된 강좌로서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IT기

반 마이크로 패키징 장비와 관련하여 창의성을 기

반으로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간단한 제품을 

CapstoneDesign Ⅰ에서 설계하고 Capstone 

Design Ⅱ에서는 이를 실제로 제작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개선한다. 지도들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 및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174412  IT/나노 융합 Capstone Design(2) 
 (Fusion Engineering IT and Nano  
 Capstone Design(2))

'Capstone Design Ⅰ'을 연장한 강좌이다. 창의

설을 기반으로 하여 Capstone Design Ⅰ에서 완성

한 IT기반 마이크로패키징 장비 설계에 근거해, 제작

을 위한 최적 공정을 결정한 후 실제 제품을 제작한다. 

제품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하며, 최종적으로 성능이 월등히 개선된 완제품을 개

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적용

학습을 실시한다.

174417  공학영어프리젠테이션(1) (Techno  
 English Presentation Skills(1))

공대생이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체계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쓰기, 말하기 

등 향후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종합적으로 습득 할 수 

있다.

174418  공학영어프리젠테이션(2) (Techno  
 English Presentation Skills(2))

공대생이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체계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쓰기, 말하기 

등 향후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종합적으로 습득 할 수 

있다.

174419  나노복합재료공학 (Nano/Micro  
 Materials Engineering)

전자소장치 전자패키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전자

재료 및 고분자 재료에 대해 학습한다. 재료를 이해하

는데 필요한 재료 일반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한소개와 

더불어 전자재료 및 고분자 재료의 구조와 특성, 소자

에 대한 응용 사례 등 폭넓게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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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20  반도체공정기술및응용  
 (Microelectronic Processing)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한 공정과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 진공기술, 박막증착, 식각, 노광, 산화, 이온

주입, 측정 등 각 공정의 원리와 장비의 개요, 특성 등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소재에 따른 제작

공정의 차이 및 특성 변화, 적용, 등에 대해서도 학습

한다.

174421  시스템패키징공정및신뢰성 (System  
 Level Micropackaging and  
 Reliability)

시스템레벨 핵심 패키징 기술인 시스템 레벨 칩 임

베디드 기판기술, 웨이퍼레벨 칩 임베디드 SiP 기

술, MEMS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 등에 적용되

는 주요 공정을 배우고, 다양한 시스템에 응용하는 

기술들도 폭 넓게 공부한다. 또한 마이크로패키징의 

Electromigration과 같은 전기적 신뢰성과 피로, 

열충격과 같은 기계적 신뢰성에 관해서도 학습한다.

174422  임베디드기반NIT설계기술 (NIT Circuit 
Design and Embedded Technology)

그래픽 기반 시스템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시스

템을 설계/활용하는 기술을 다룬다. SoC 플랫폼기반

의 임베디드시스템 설계기술을 학습하며 유비쿼터스 

환경의 ITS 임베디드솔류션에 대해 배운다.

174423  FAB실무 (Semiconductor  
 Fabrication Laboratory)

첨단 전자산업 (IT, 반도체, MEMS, 디스플레이, 

광소자, 등)에 이용되고 있는 나노 마이크로 공정기술

들을 직접 실험 실습을 통해서 공정 원리 및 장비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경험을 교육한다. 박막증착, 

식각, 노광, 및 다양한 측정 실습이 진행되며, 실험진

행과 결과에 대한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능력도 습

득하게 된다.

174424  IT소자공학및응용 
 (Introduction to IT Devices)

회로를 해석하는 기법들에 기본원리에 대해서 배우

고, PN, BJT, MOS, FET 등등 IT 소자의 동작 원

리를 습득한다. 정적, 동적 특성과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 로직회로의 구성을 통해 실제 소자의 작동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킨다.

174425  NIT소자측정및분석개론 (NIT Device  
 Measurements and Analysis)

새로운 공정 또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

한 표면분석 및 물성분석이 필수적이며, 나노 영역에

서는 기존의 분석 기술보다 더 정밀한 분석을 요구 하

게 된다. SEM, TEM, AES, XPS, SIMS 등 기존

의 분석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TM, AFM 등

의 새로운 나노분석 기술에 대해 그 원리와 응용에 대

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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