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제1학기

강 의 시 간 표

교육이념 진리, 정의, 사랑

교육목적
  창의력과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교육목표

 ․ 혁신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창의인재 육성

   -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 전문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 올바른 인성과 사회적 사명감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따뜻한 인재

   -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인재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실용인 육성

   -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취적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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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구  분 적용시기 주요내용

1. 교양 교과과정 

이수 안내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 25학점 이상(교양필수 15학점+기초학업계열 6)

°일반대: 40학점 이상(교양필수 15학점+기초학업계열 6)

 ※미래대학은 교양필수 사회봉사Ⅰ+기초학업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이상 이수

 ※ 교앙필수: 사회봉사Ⅰ, 사고와표현Ⅰ-글쓰기, 사고와표현Ⅱ-말하기,  

              드림프로젝트, 영어회화Ⅰ,SU인성코칭Ⅰ~Ⅲ,     

                SU진로코칭Ⅰ~Ⅲ

 ※ 기초학업: 학과별 상이(자기계열, 타계열 각 한 개씩)

 ※ 교양최소이수학점: 40학점 이상(사범대학 제외)

2016,2017

학년도입학자

°사범대: 13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4학점 포함)

°일반대: 30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6학점 포함)

 ※미래대학 비전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지정필수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이상 이수

 ※ 교앙필수: 사회봉사Ⅰ, 사고와표현Ⅰ-글쓰기, 사고와표현Ⅱ-말하기,  

              드림프로젝트, 영어회화Ⅰ

 ※ 지정필수: 교양교과목 표 참고(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상이)

 ※ 교양최소이수학점: 30학점 이상(사범대학 제외)

2015학년도 

입학자

°사범대: 11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2학점 포함)

°일반대: 30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6학점 포함)

 ※ 교앙필수: 사회봉사Ⅰ, 사고와표현Ⅰ-글쓰기, 사고와표현Ⅱ-말하기,  

              드림프로젝트, 영어회화Ⅰ

 ※ 지정필수: 교양교과목 표 참고(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상이)

 ※ 교양최소이수학점: 30학점 이상(사범대학 제외)

 ※ 재직자특별전형입학자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만 이수

2014학년도 

입학자

°사범대: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일반대: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2006학년도 

입학자

°사범대: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2009~2013학년도 입학자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 교양필수 이수 면제

°일반대: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사회봉사Ⅱ 이수 시 면제)

2005학년도

입학자

°필수포함 10학점 이상 이수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2004학년도 

이전입학자
°영역에 관계없이 총 20학점 이상 이수

2. 교원자격무

시험검정 전공 

이수기준 변경 

등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개정 2015.12.15.>)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수

°2016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전공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54학점 + 교과교육학 11학점)

 ※ 교육학과 단수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 6 -

구  분 적용시기 주요내용

°교직과정이수자: 전공 최저학점 이상(교과교육학 8학점 포함)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성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전공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54학점 + 교과교육학 11학점)

 ※ 교육학과 단수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 교직과정이수자: 전공 최저학점 이상(교과교육학 8학점 포함)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성적: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3.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 

교직과목 이수 

안내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이수(교직실무 2학점,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점)

° 교육실습 4학점 이수(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교직 총 이수 학점: 22학점 이상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지침」 참조(p.63)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이수(교직실무 2학점,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 교육실습 4학점 이수(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교직 총 이수 학점: 22학점 이상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지침」 참조(p.63)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교직이론 이수 학점 증가: 12학점 → 14학점

° 교직 총 이수 학점 증가: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총 16학점 이상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4.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안내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대, 교직과정: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 + 교과교육학 8)

※ 교육학과 6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대, 교직과정: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 + 교과교육학 8)

※ 교육학과 54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단, 교육학과 2011, 2012학년도 입학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14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006년도 

허가자부터

° 사범대, 교직과정: 48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 + 교과교육학 6)

° 일반계 학과 복수전공: 39학점 → 36학점

° 연계전공: 39학점 → 36학점

5. 평생교육과정  

   이수 안내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필수과목 15학점(5과목) 포함 총 30학점 이상 이수(2급)

° 필수과목 15학점(5과목) 포함 총 21학점 이상 이수(3급)

° 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

°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평생교육실습 3학점)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필수과목 14학점(7과목) 포함 총 20학점 이상 이수(2급)

° 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

°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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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과 과정 개편 내용(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양교육과정 목표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및 

공동체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지식과 기초학문을 균형있게 습득하여 융합적 창의적 문제해

결 능력 함양

□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2. 2018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양 교육과정 최저 이수 학점 상향 : 일반대 기준 30학점 => 40학점 

□ 신입생 대상 드림프로젝트 전체학과 1학기 전면 실시

□ 인성지도와코칭 및 진로지도와코칭 명칭, 이수 구분 및 시행 학기 변경

- 교과목 명칭 변경 : 인성지도와코칭 ⇒ SU인성코칭, 진로지도와코칭 ⇒ SU진로코칭

- 이수 구분 변경 : 2018학번부터는 SU인성코칭 & SU진로코칭 Ⅰ,Ⅱ,Ⅲ 필수 이수

  (SU진로코칭 Ⅳ, SU인성코칭 Ⅳ는 교양선택이지만 ‘지도교수제’와 연동하여 필수교

과 수준으로 운영)

- 시행 학기 변경 : SU인성코칭 1학기 ⇒ 2학기

                   SU진로코칭 2학기 ⇒ 1학기

□ 기존 ‘지정필수’ 영역 ⇒ ‘기초학업(계열)‘로 변경 : 자기계열과 타계열에서 각 1개 교

과목 필수 이수

□ 균형교양 5개 영역 중 4개 이상 영역 에서 영역별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대학명
졸업
학점

필수 선택 교양 최소 
이수
학점중점교양

기초학업
(공통)

기초학업
(계열)

합 균형교양

글로벌경영대학 130 9 6 6 21 19이상 40

BIT융합대학 130 9 6 6 21 19이상 40

휴먼서비스대학 130 9 6 6 21 19이상 40

사범대학 140 9 6 6 21 4이상 25

미래대학 120 7 - 6 13 17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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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학년도 교양교육 이수 체계(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구

분
대영역 소영역 교과목 이수학점

교

양

필

수

중점교양
인성, 기본 소양 배양

자기관리·리더십·현장실무 역량 함양

드림프로젝트(1학기) 2

9
사회봉사Ⅰ 1

SU인성코칭Ⅰ,Ⅱ,Ⅲ 3

SU진로코칭Ⅰ,Ⅱ,Ⅲ 3

기초학업

(공통)

문제해결·의사소통 역량 함양
사고와표현Ⅰ 2

6사고와표현Ⅱ 2

글로벌 역량 함량 영어회화Ⅰ 2 

기초학업

(계열)

*졸업학

위 기준

인문·사회과학

▪ 문학사 : 국제학부(영어), 국제학부(중국어), 국어교육

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

교육과, 역사교육과

▪ 경영학사 : 경영학부(경영학,회계학,경영정보학,무역학,

금융보험학), 광고홍보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생활경영학

부(경영학)

▪ 행정학사 :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 사회복지학사 : 사회복지학과, 생활경영학부(사회복지학, 영유

아보육학)

문학의이해, 언어의이

해, 인간과사회, 글로

벌문화의이해, 통계와

분석, 비판적사고(6)

자기 

계열의

교과목

1과목

(3학점) 

이수

 +

타 계열의 

교과목

1과목

(3학점) 

이수

6자연과학

▪ 이학사 : 식품영양학과, 임상건강운동학과, 호텔외식조리학

과, 패션의류학과, 수학교육과, 생물교육과

▪ 공학사 : 제약식품공학부(제약공학, 식품공학), 화장품학부

(화장품산업공학, 화장품생명공학),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

과, 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융합보안학과, 건축학과

일반수학, 일반물리

학, 일반화학, 일반생

물학, 과학기술의이

해, 데이터기반사고

(6)

예체능

▪ 미술학사 : 뷰티학과, 융합디자인학과

▪ 예술학사 : 실용음악과

▪ 음악학사 : 음악교육과

▪ 체육학사 : 레저스포츠학과, 체육교육과

예술의이해, 현대사회

와문화, 창의적사고

(3)

교

양

선

택

균형교양

문학·예술·문화
한국문학,외국문학,언

어학,문화,영화,예술

4개 영역 

에서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19

역사와철학
역사학,철학,종교학,윤

리,문명

정치·경제·사회

정치,경제,사회,심리,교

육,사회복지,법,지역

(지리)

과학과기술

수학,물리학,화학,생물

학,지구과학,공학,통

계,컴퓨터

실용실천

진로 및 자기계발, 글

로벌교양(외국어), 스

포츠, 취창업 등

교양 이수 총 학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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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사일정표

기            간 내             용

 2020년  2월 13일 (목)  □ 2019-전기 학위수여식(취소)

         2월 24일 (월) ~ 2월 27일 (목)  □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기간

         2월 24일 (월) ~ 2월 28일 (금)  □ 1학기 등록기간

         3월  6일 (금) ~ 3월 11일 (수)   □ 신입생, 편입생 수강신청기간 

         3월  9일 (월)  □ 개교기념일

         3월 16일 (월)  □ 1학기 개강

         3월 16일 (월)  □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4월 18일 (토)  □ 수업일수 1/3선

         4월 27일 (월) ~ 5월  2일 (토)  □ 중간시험(자율실시)

         5월  4일 (월) ~ 5월  29일 (금)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5월  6일 (수)   □ 수업일수 1/2선

         5월 23일 (토)  □ 수업일수 2/3선

         6월 22일 (월) ~ 6월 27일 (토)  □ 기말시험(자율실시)

         6월 29일 (월) ~ 8월 29일 (토)  □ 하기방학

         6월 29일 (월) ~ 7월 17일 (금)  □ 2020-하기 계절학기

         8월 10일 (월) ~ 8월 14일 (금)  □ 2학기 수강신청기간

         8월 14일 (금)  □ 2019-후기 학위수여식

         8월 24일 (월) ~ 8월 28일 (금)  □ 2학기 등록기간

         8월 31일 (월)  □ 2학기 개강

        10월 3일 (토)  □ 수업일수 1/3선

        10월 19일 (월) ~ 10월  24일 (토)  □ 중간시험(자율실시)

        10월 21일 (수)  □ 수업일수 1/2선

        10월 25일 (일) ~  10월 31일 (토)  □ 2학기 학생활동주간

        10월 28일 (수) ~  10월 29일 (목)  □ 구룡축제(변동 가능)

        11월 2일 (월) ~ 11월 30일 (월)  □ 졸업논문(시험) 심사

        11월 14일 (토)  □ 수업일수 2/3선

        12월 14일 (월) ~ 12월 19일 (토)  □ 기말시험(자율실시)

        12월 21일 (월) ~ 2021년 2월 27일 (토)  □ 동기방학

        12월 21일 (월) ~ 2021년 1월 13일 (수)  □ 2020-동기 계절학기

 2021년  2월 2일 (화) ~ 2월 5일 (금)  □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기간

         2월 16일 (화)  □ 2020-전기 학위수여식

         2월 22일 (월)  □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2월 22일 (월) ~ 2월 23일 (화)  □ 신입생, 편입생 수강신청기간 

         2월 22일 (월) ~ 2월 26일 (금)   □ 1학기 등록기간

* 공휴일 휴강은 지정된 일자(수요일, 토요일)에 보강

* 구룡축제, 졸업논문(시험) 심사 등의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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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사일정
2020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1(수): 신정․ 1.24(금)~1.27(월): 설날 연휴

▷ 2020.1.6. ~ 1.31.

▷ 2020.1.13. ~ 1.23.

2020-1학기 휴복학 기간

2020-1학기 강의계획서 입력 기간

2020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2020.2.3. ~ 2.5.

▷ 2020.2.13.

▷ 2020.2.17. ~ 2.18.

▷ 2020.2.24. ~ 2.28.

▷ 2020.2.24. ~ 2.28.

2020-1학기 수강희망바구니

2019-전기학위수여식(취소)

수강희망바구니(2차)

2020-1학기 등록기간

2020-1학기 수강신청

2020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1(일): 삼일절․ 3.9(월): 개교기념일

▷ 2020.3.2. ~ 3.3.

▷ 2020.3.6. ~ 3.11.

▷ 2020.3.9.

▷ 2020.3.16.

▷ 2020.3.16.

▷ 2020.3.16. ~ 3.20.

▷ 2020.3.23. ~ 3.27.

2020-1학기 수강신청 변경(1차)

신․편입생 수강신청

개교기념일

2020-1학기 개강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예정)

2020-1학기 수강신청 변경(2차)

2020-1학기 수강신청 취소

2020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15(수): 21대국회의원선거․ 4.30(목): 부처님오신날

▷ 2020.4.14. ~ 4.24.

▷ 2020.4.18.

▷ 2020.4.27. ~ 5.2.

2020-1학기 강의중간평가

수업일수 1/3선

중간시험 권장기간

2020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1(금): 근로자의날․ 5.5(화): 어린이날

▷ 2020.5.4. ~ 5.29.

▷ 2020.5.6.

▷ 2020.5.18. ~ 6.1.

▷ 2020.5.23.

학교현장실습

수업일수 1/2선

2020-2학기 다(부)전공 신청

수업일수 2/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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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6.6(토): 현충일

▷ 2020.6.8. ~ 6.19.

▷ 2020.6.22. ~ 6.27.

▷ 2020.6.23. ~ 7.6.

▷ 2020.6.29. ~ 7.17.

▷ 2020.6.29. ~ 8.29.

2020-1학기 강의기말평가

기말시험 권장기간

성적입력

2020-하기 계절학기

하기방학

2020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0.6.29. ~ 7.17.

▷ 2020.7.8. ~ 7.10.

▷ 2020.7.13. ~ 7.24.

▷ 2020.7.13. ~ 7.31.

2020-하기 계절학기

성적열람/정정

2020-2학기 강의계획서 입력 기간

2020-2학기 휴복학 기간

2020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8.15(토): 광복절

▷ 2020.8.3. ~ 8.5.

▷ 2020.8.10. ~ 8.14.

▷ 2020.8.14.

▷ 2020.8.24. ~ 8.25.

▷ 2020.8.24. ~ 8.28.

▷ 2020.8.31.

▷ 2020.8.31. ~ 9.4.

2020-2학기 수강희망바구니

2020-2학기 수강신청

2019-후기 학위수여식

2020-2학기 수강신청 변경(1차)

2020-2학기 등록기간

2020-2학기 개강

2020-2학기 수강신청 변경(2차)

2020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30(수)~10.2(금): 추석 연휴

▷ 2020.8.31. ~ 9.4.

▷ 2020.9.7. ~ 9.11.

2020-2학기 수강신청 변경(2차)

2020-2학기 수강신청 취소

2020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30(수)~10.2(금): 추석 연휴․ 10.3(토): 개천절․ 10.9(금): 한글날

▷ 2020.10.3.

▷ 2020.10.7. ~ 10.16.

▷ 2020.10.19. ~ 10.24.

▷ 2020.10.21.

▷ 2020.10.25. ~ 10.31.

▷ 2020.10.28. ~ 10.29.

수업일수 1/3선

2020-2학기 강의중간평가

중간시험 권장기간

수업일수 1/2선

2020-2학기 학생활동주간

구룡축제(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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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0.11.2. ~ 11.30.

▷ 2020.11.9. ~ 11.27.

▷ 2020.11.14.

▷ 2020.11.30. ~ 12.12.

졸업논문(시험) 심사

2021-1학기 다(부)전공 신청

수업일수 2/3선

2020-2학기 강의기말평가

2020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2.25(금): 성탄절

▷ 2020.11.30. ~ 12.12.

▷ 2020.12.14. ~ 12.19.

▷ 2020.12.15. ~ 12.28.

▷ 2020.12.21. ~ 2021.1.13.

▷ 2020.12.21. ~ 2021.2.27.

▷ 2020.12.30. ~ 2021.1.4.

2020-2학기 강의기말평가

기말시험 권장기간

성적입력

2020-동기 계절학기

동기방학

성적열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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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안내

■ 강의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학사행정서비스에서 확인 후 수강신청하기 바람

■ 수강신청 및 변경은 본인이 학과장(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요령 및 방법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 및 변경을 해야 하며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주민번호 뒷자리로 설정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

■ 중복로그인 후 수강신청 시,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시간표에 안내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규정과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졸업이수학점, 전공, 부·복수. 연계전공과목, 평생교육과정, 기본이수 과목, 교직과목 등)

  

■ 수강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수강신청 및 변경 후 확인은 홈페이지 학사행

정서비스에서 확인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대리 신청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책임

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 학생은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학 이수학점

을 확인해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이수와 학번별 이수 기준에 따라 성적표 내용을 확인하고 이

수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수강신청 또는 변경 요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및 졸업학점 이수 착오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교과목별 강의계획서는 학사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 (강의시간표 / 교과목명 클릭)

■ 학기 개시 후 전자출결시스템 출석부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면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학사지원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수

강신청 없이 수강한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에 관한 문의 : 해당학과 사무실 또는 교무처 학사지원팀(☎299-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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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일정안내

 가. 수강신청기간

대 상 구 분 교과목 수강신청기간

재학생

4,5학년

전체교과

2020.2.10(월) 09시 – 2.11(화) 08시

3학년 2020.2.11(화) 09시 - 2.12(수) 08시

2학년, 1학년(신입생 제외) 2020.2.12(수) 09시 – 2.13(목) 08시

2020.2.13(목) 09시 - 17시전학년(신입생 제외)

신입생 및 편입생 2020.2.21(금) 09시 – 2.24(월) 15시(예정)

복학생 수강신청기간 이전 복학 절차 준수 후 재학생 신청기간에 수강 신청

 ◈ 학년은 학생 본인이 이수한 학기 수를 기준으로 판단 (3학기 등록: 2학년, 5학기 등록: 3학년)

    (ex. 현재 3학기를 이수한 (역학기) 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전공강의를 수강신청 하려면,

        학년은 2학년이므로 2학년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해당 학년 수강 신청시 전체 교과목(교양, 교직, 일선, 전공) 수강신청

   * 학년별 수강신청 지정기간에 못한 경우 수강신청 마지막 날(전체학년)에 수강신청 가능

   * 역학기 수강 대상자는 본인 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상위 학년 개설과목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전 강의시간표 재확인 필수(강의시간표 변경 가능)

   * 2018학년도부터 교양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신입생 수강신청은 6Page(2018학년도 교양     

   교과 과정 개편 내용)를 참고하여 수강 신청

 나. 교양 및 교직과목 인원비율 배분 내역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5학년 합 계

교 양 20% 30% 30% 20% 100%

교 직 10% 35% 30% 25% 100%

※ 이러닝 교과목의 경우 2학년 30%, 3학년 30%, 4학년 40%의 인원비율 적용

   * 전공과목은 학년별 인원 배분은 없으나, 해당교과목 수강제한인원의 95%만 수강신청 가능

      [나머지 5%는 전 학년 수강신청 지정일인 2020.02.13(목)에 수강신청]

 다. 이러닝 강좌 수강허용 기준(블랜디드 제외) (비전학부, 장애학생 예외)

1학년 2학년 3학년 4,5학년 비 고

수강 불가 3학점 이내 4학점 이내 6학점 이내 * 과목별 수강제한인원은 최대 300명

 라. 수강신청변경 및 수강인원 제한 교과목 추가 동의 기간(전체학년 대상)

   1) 1차 변경기간: 2020.2.17.(월) 09:00 ~ 2.18.(화) 17:00 (추가 동의 불가)

   2) 2차 변경기간: 2020.3.2.(월) 09:00 ~ 3.6.(금) 17:00 (추가 동의서 제출 가능)   

 마. 수강신청과목 취소:  2020.3.10.(화) 09:00 ~ 3.13.(금) 17:00     

    * 수강신청 취소만 가능(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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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입력 방법

 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해야 한다. 

 나. 우리 대학 홈페이지 ▷ 수강신청 배너 클릭(또는 학사행정서비스) ▷ 학번과 비밀번호 로그인

     ※ 비밀번호가 주민번호 뒷자리일 경우 변경 요망

 다. 교과과정 이수 안내 및 강의시간표(강의계획서) 조회

학사행정서비스 ▷ 수강신청 ▷ 수강신청안내 ▷ 강의시간표 조회(수강신청기간 전에 수강신

청 지침을 반드시 조회한 뒤 강의시간표 조회) ▷ 시간표 작성 입력(신청기간에 신속히 입력하

고 확인한 후 로그아웃하여 접속지연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라. 이수구분은 선택키를 누르고 바르게 선택한 후 교과목 번호 및 수강반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ex. 이수구분 입력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 과목의 경우 이수과정에 따라 정확  

   하게 입력하고, 부․복수 이수 신청없이 타학과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일선으로 선택하여야 함]

 마. 수강희망바구니에 담은 교과목은 수강희망바구니에서 신청 버튼 클릭

 바. 중복로그인 시 수강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가.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본인의 졸업 학점에 따라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졸업학점 신청학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4.30 이상 비  고

120학점 12 ~ 17 19학점까지 신청가능 비전학부(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130학점 12 ~ 19 21학점까지 신청가능

140학점 12 ~ 21 24학점까지 신청가능

 나. 8학기(최종학기) 등록생은 6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

 다. ‘인성코칭’ or ‘진로코칭’ 교과목은 개별 수강신청하며,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에 포함된다.

 라.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1,2,3학년은 14학점이상, 4학년은 13학

점이상 이수해야하며,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1,2,3학년은 16학점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P/F 과목을 제외한 등급에 의한 성적부여가 1,2,3학년은 10학점이상 4학년은 7학점 이

상 이수하여야 한다.

 마. 학점이월제: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해당 학기에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잔여학점 2학점 이하) 

                다음 학기에 한해 미신청 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미수강신청 학점이 2학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 허용 

   2)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를 이월 기준학기로 하며, 본 제도는 8학기 내에만 이용 가능.

   3) 교환학생 등의 학기단위 파견자의 경우, 파견 직전 학기에 이수한 학기를 직전학기로 반영. 

   4) 이월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 수의 재이월은 불가

   5) 이월학점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학점의 제한을 둔다.

     가) 직전학기 성적이 4.30 이상인 학생

     나)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다) 직전학기 수강신청취소로 “W”표기가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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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 
 가.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바르게 선택 입력하여야 한다.

이수구분 입력기호 이수구분 입력기호

교양필수 1 부전공필수 7

교양선택 2 부전공선택 8

교직필수 3 일반선택 9

교직선택 4 복수전공필수 A

전공필수 5 복수전공선택 B

전공선택 6

 나. 7(부전공필수), 8(부전공선택), A(복수전공필수), B(복수전공선택)는 부전공, 복수(연계)전공을  이수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만 이수 구분 입력이 가능함.

5.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산업현장실습, 기업실무Ⅰ, 취업캠프Ⅰ~Ⅲ, 산업인턴십Ⅰ~Ⅹ' 교과목은 반드시 취업지원팀(☎

299-8283~4)의 확인을 받고 수강 신청한다. (임의로 수강신청 시 인정되지 않음)

 나. ‘글로벌인턴십Ⅰ~Ⅳ, 해외어학연수-독해Ⅰ, 작문Ⅰ, 구어Ⅰ, 청취Ⅰ, 문법Ⅰ 해외어학연수-독해

Ⅱ, 작문Ⅱ, 구어Ⅱ, 청취Ⅱ, 문법Ⅱ’ 교과목은 반드시 국제교류팀(☎299-8058)의 확인을 받고 

수강 신청한다.(임의로 수강신청 시 인정되지 않음)

 다. 교양필수 교과목(사회봉사Ⅰ, 사고와표현Ⅰ-글쓰기, 드림프로젝트, 영어회화Ⅰ)은 학과별로 분

반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 '사회봉사Ⅰ' 교과목은 사회봉사센터를 통하여 일괄 수강 배정한다. '사회봉사Ⅱ' 교과목은 수

강 신청 후 사회봉사센터(☎299-8026)를 방문하여 봉사활동 실습기관을 선택(신청)해야 한다.

 마. 이러닝 강의는 ‘이러닝 강좌 안내’를 참고하여 수강 신청한다.

 바. 교양 및 교직과목은 특성상 수용인원 문제로 수강인원 제한과목이 많아 부득이 수강신청 순

서에 따라 수강대상이 마감된다.

 사. 수강인원 제한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을 원할 때 담당교수의 교과목 추가수강동의서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추가 수강과목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아. 수강신청시스템은 수강신청기간 이후 사용할 수 없다.

 자.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 및 필수과목 등 졸업기준으로 

정한 교과목을 확인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차. 복학대상자는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복학절차를 마치고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 신

청하고,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하며, 그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개별 수강 신청한다. 

 카. 수강신청 내역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반드시 보관토록 한다.

 타. 전자출결시스템의 출석부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신청 되지 않은 것으

로, 학사행정서비스의 강의시간표 등을 통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파. 수강신청 시 “재수강” 또는 “대치재수강” 과목은 반드시 확인 후 수강한다.(최종 인정된 시점

의 학점으로 처리. 이전 이수과목은 해당학기에 교과목명이 표기되고 성적은 “R”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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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강교과목 공고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폐강교과목을 홈페이지<학사정보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며 폐강교과목

   을 확인한 후 수강 변경을 해야 한다.

7. 수강신청 과목 취소 

 가. 취소기간: 2020.3.10.(화) 09:00 ~ 3.13.(금) 17:00 (기간 이후 수강취소 불가)

 나. 방법 : 학과장 및 과목담당 교수의 허가를 얻어 1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재수강 과목은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 후 잔여 수강신청 학점은 학사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한 최소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의사항 : 취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 학점의 초과 취득이나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적표상에 W(Withdraw)로 기재되고 졸업과 동시 삭제한다.

8. 각 교시별 강의시간 안내

교시 강의시간 교시 강의시간

1교시 09:00 - 09:50 8교시 16:00 - 16:50

2교시 10:00 - 10:50 9교시 17:00 - 17:50

3교시 11:00 - 11:50 O교시(야간) 18:00 - 18:50

4교시 12:00 - 12:50 P교시(야간) 19:00 - 19:50

5교시 13:00 - 13:50 Q교시(야간) 20:00 - 20:50

6교시 14:00 - 14:50 R교시(야간) 21:00 - 21:50

7교시 15:00 - 15:50 S교시(야간) 22:00 - 22:50

 ◈ 강의실 표시

단축명 건물명 단축명 건물명

인  ▷ 인문사회관 바 ▷ 바이오융합관

행 ▷ 행정관 체 ▷ 체육관

사 ▷ 사범관 학군 ▷ 학군단

1자 ▷ 제1자연관 별관 ▷ 행정관 별관

2자 ▷ 제2자연관 실습관 ▷ 전공실습관

미래 ▷ 미래창조관 1학 ▷ 1학생회관

예 ▷ 예술관 글 ▷ 글로벌관

목 ▷ 목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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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적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 

 가. 평점평균 3.00미만 자

 나. “F"학점이 있는 자

 다. 성적인정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만료 후 수강취소한 자

 라. 해외 학점교류 학생 및 조기졸업자

 마. 취득학점 미달자

구  분 1,2,3학년 4학년

졸업학점 130학점 학과 14학점 미만 13학점 미만

졸업학점 140학점 학과 16학점 미만 15학점 미만

P/F과목 수강자 등급에 의한 성적부여
과목(P/F과목 제외) 10학점 미만

등급에 의한 성적 부여
과목(P/F과목 제외) 7학점 미만

 바. 소수학년 : 등록인원이 5명 미만인 학년의 재학생

10. 장애학생 수강 지원 

 가.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교육도우미, 시험, 과제 제출, 이동, 강좌 수강 등에

     필요한 수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지원 신청: 장애학생지원센터 (미래창조관 1층 ☎043-299-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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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강좌 안내
1. 이러닝 강좌 형태

 가. 이러닝 강좌(서원대학교 e-campus system으로 학습 진행)

   ‣ 오프라인 수업 1회 의무 실시

 나. 블랜디드 강좌(이러닝 병행) : 강의실 수업과 e-campus system을 이용한 학습 병행

2. 이러닝 학년별 수강제한(블랜디드 제외) (비전학부, 장애학생 예외)

1학년 2학년 3학년 4,5학년 비고

수강 불가 3학점 이내 4학점 이내 6학점 이내 * 과목별 수강제한인원은 최대 300명
*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만 수강 가능  

3. 2020학년도 1학기 이러닝 및 블랜디드 강좌

순번 교과목번호 수강반 과목명 담당교수 비고
1 005100 01 한국민속의이해 이주영 강의＋사이버

2 008034 01 과학발달과이해 홍준의 사이버

3 008039 01 보험과자산관리 남상욱 사이버

4 008145 01 여론조사의이해 유정빈 사이버

5 008317 01 청소년과카운셀링 고영남 사이버

6 008332 03 창의적사고 김병완 사이버

7 008363 01 스마트시대의광고문화 김병희 사이버

8 008473 01 과학기술의이해 김한수 사이버

9 008543 01 자원관리 나관식 강의＋사이버

10 008555 01 기업가정신의이해Ｉ 조규호 사이버

11 008578 05 현대사회와문화 정태연 강의＋사이버

12 008578 06 현대사회와문화 정태연 강의＋사이버

13 008583 01 문학예술과함께하는인성 최지현 사이버

14 008616 01 역사의이해 최선아 사이버

15 008619 01 코딩기반사고력（스크래치） 이재호 사이버

16 008620 01 코딩기반사고력（파이썬） 이덕규 사이버

17 008621 01 역사속인물에게배우는지혜 최병록 사이버

18 008626 01 온라인창업시장의이해 이지훈 사이버

19 008630 01 컴퓨터활용（한글，인터넷） 김흥환 사이버

20 008632 01 컴퓨터활용（엑셀파워포인트） 박웅규 사이버

21 008635 01 컴퓨터활용（영상편집） 정해성 사이버

22 008635 02 컴퓨터활용（영상편집） 이희만 사이버

23 008658 01 역사속인물과함께하는인성 김지형 사이버

24 008676 01 생활속의매너와에티켓 정태연 사이버



- 20 -

25 008677 01 마음을두드리는상담 박지현 사이버

26 008678 01 발표스킬을위한스피치코칭 김보경 사이버

27 008684 01 문화복지의이해 조우홍 사이버

28 008700 01 아름다움의전략 김규철 사이버

29 501095 01 국어과부진아교육 최지현 강의＋사이버

30 511082 01 원격교육론 노혜란 강의＋사이버

31 526044 01 일반사회교육과정및평가 옥일남 강의＋사이버

32 526052 01 일반사회교육론 옥일남 강의＋사이버

33 526086 01 일반사회교수법 옥일남 강의＋사이버

34 557001 01 창업아이디어설계Ｉ 오종열 사이버

35 557006 01 창업계획실무Ｉ 이승준 사이버

36 602079 01 영어인터뷰 김대빈 강의＋사이버

37 608011 01 한국어교육개론 최윤곤 강의＋사이버

38 608011 02 한국어교육개론 최윤곤 강의＋사이버

39 610027 01 한국어문규정 최윤곤 강의＋사이버

40 646006 01 항공객실업무론 정태연 강의＋사이버

41 646016 01 기내방송 정태연 강의＋사이버

42 646039 01 항공영어초급 고선희 강의＋사이버

43 646045 01 항공기구조및안전 고선희 강의＋사이버

44 646061 01 여행사실무론 김정준 강의＋사이버

45 646089 01 이미지메이킹Ｉ 주신옥 강의＋사이버

46 646089 02 이미지메이킹Ｉ 주신옥 강의＋사이버

47 943057 01 평생교육방법론 김영옥 사이버

48 943058 01 평생교육경영론 김영옥 강의＋사이버

49 943058 02 평생교육경영론 김영옥 강의＋사이버

50 943059 0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김영옥 강의＋사이버

51 943059 02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김영옥 강의＋사이버

52 947008 01 창업과경영 이지훈 강의＋사이버

53 947034 01 자산경영과관리 오종열 강의＋사이버

54 948031 01 사회문제론 장영은 강의＋사이버

55 948036 01 지역사회복지론 조우홍 강의＋사이버

56 948036 02 지역사회복지론 조우홍 강의＋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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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 이수 안내

Ⅰ. 학과별 최소 이수학점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기준 상이)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비전학부(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입학자의 경우 교양필수는 ‘사회봉사Ⅰ’만 이수함.

대 학 학과(부)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

(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교양

필수

기초

학업

자유

교양

최소

이수

학점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15 6 4 이상 25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윤리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통합사회(연계전공) 42 8 50 

수학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글로벌경영대학

경영

학부

경영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회계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경영정보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무역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금융보험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국제

학부

영어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한국어

교육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중국어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BIT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60 42 42 36 21

헬스케어운동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제약식품

공학부

제약공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식품공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화장품

뷰티

학부

바이오코스

메틱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뷰티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환경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정보보안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휴먼서비스대학 경찰행정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사회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복지행정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호텔외

식조리

학부

호텔조리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디저트식음료

경영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항공서비스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디자인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건축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패션의류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음악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미래대학
비전

학부

경영학전공 120 7 6 17이상 30 60 36 21

사회복지학전공 120 7 6 17이상 30 60 36 21

영유아보육학전공 120 7 6 17이상 30 6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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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기준 상이)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비전학부(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입학자의 경우 교양필수는 ‘사회봉사Ⅰ’만 이수함.

대 학 학과(부)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

(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교양

필수

기초

학업

자유

교양

최소

이수

학점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15 6 4 이상 25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윤리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통합사회(연계전공) 42 8 50 

수학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글로벌경영대학

경영

학부

경영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회계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경영정보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무역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금융보험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국제

학부

영어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한국어

교육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중국어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BIT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60 42 42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제약식품

공학부

제약공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식품공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화장품

뷰티

학부

바이오코스

메틱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뷰티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환경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정보보안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휴먼서비스대학 경찰행정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사회

복지

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복지행정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호텔외

식조리

학부

호텔조리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디저트식음료

경영전공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항공서비스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융합디자인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건축학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패션의류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60 42 8 50 36 21

음악과 130 15 6 19이상 40 60 36 21

미래대학
비전

학부

경영학전공 120 7 6 17 이상 30 60 36 21

사회복지학전공 120 7 6 17 이상 30 60 36 21

영유아보육학전공 120 7 6 17 이상 30 6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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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기준 상이)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생활경영학부(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입학자의 경우 교양필수는 ‘사회봉사Ⅰ’만 이수함.

대 학 학과(부)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

(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교양

필수

기초

학업

자유

교양

최소

이수

학점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15 6 4 이상 25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윤리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통합사회(연계전공) 42 8 50 

수학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15 6 4 이상 25 22 54 11 65 42 8 50 

글로벌경영대학

경영

학부

경영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회계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경영정보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무역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금융보험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국제

학부

영어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국제한국어

교육전공
130 15 6 19이상 40

중국어전공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BIT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70 42 42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제약식품

공학부

제약공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식품공학전공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화장품

학부

화장품산업공학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화장품생명공학 130 15 6 19이상 40

환경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뷰티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융합디자인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81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15 6 19이상 40 81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15 6 19이상 40 81 36 21

융합보안학과 130 15 6 19이상 40 81 36 21

휴먼서비스대학 경찰행정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행정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호텔외식조리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항공서비스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사회복지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건축학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패션의류학과 130 15 6 19이상 40 22 8 70 42 8 50 36 21

실용음악과 130 15 6 19이상 40 70 36 21

평생교육대학 생활

경영

학부

경영학전공 120 7 6 17 이상 30 70 36 21

사회복지학전공 120 7 6 17 이상 30 70 36 21

영유아보육학전공 120 7 6 17 이상 30 7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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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기준 상이)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성인학부(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입학자의 경우 교양필수는 ‘사회봉사Ⅰ’만 이수함. 

대 학 학과(부)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

(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교양

필수

지정

필수

자유

교양

최소

이수

학점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9 4 13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윤리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통합사회(연계전공) 42 8 50 

수학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회계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경영정보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무역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금융보험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영어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중국어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BIT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70 42 42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바이오

시스템

학부

제약공학과 9 6 15 이상 30 70 36 21

식품공학과 9 6 15 이상 30 70 36 21

바이오

코스메틱학과
9 6 15 이상 30 70 36 21

환경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뷰티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융합디자인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81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융합보안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휴먼서비스대학 경찰행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행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호텔외식조리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항공서비스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사회복지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건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패션의류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실용음악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평생교육대학
성인

학부

경영학전공 120 1 6 23 이상 30 70 36 21

사회복지학전공 120 1 6 23 이상 30 70 36 21

영유아보육학전공 120 1 6 23 이상 30 7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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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입학자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기준 상이)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성인학부(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입학자의 경우 교양필수는 ‘사회봉사Ⅰ’만 이수함. 

대 학 학과(부)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

(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교양

필수

지정

필수

자유

교양

최소

이수

학점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9 4 13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윤리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지리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공통사회(연계전공) 42 8 50 

수학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9 4 13 22 54 11 65 42 8 50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회계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유통경영정보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무역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금융보험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영어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중국어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BIT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70 42 42 36 21

식품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제약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환경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화장품과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뷰티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융합디자인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81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정보보안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휴먼서비스대학 한국어문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경찰행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행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호텔외식조리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항공서비스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사회복지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건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의류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실용음악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공연영상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평생교육대학
성인

학부

경영학전공 120 1 6 23 이상 30 70 36 21

사회복지학전공 120 1 6 23 이상 30 70 36 21

영유아보육학전공 120 1 6 23 이상 30 7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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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입학자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기준 상이)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별표(★)-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사회복지학과 재직자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교양필수 사회봉사Ⅰ만 이수하고       
            졸업학점 1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대 학 학 과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

(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교양

필수

지정

필수

자유

교양

최소

이수

학점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9 2 11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윤리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지리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공통사회(연계전공) 42 8 50 

수학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9 2 11 22 54 11 65 42 8 50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회계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유통경제정보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무역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금융보험학과 ★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영어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중국어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BIT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70 42 42 36 21

식품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제약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환경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화장품과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뷰티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융합디자인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81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정보보안학과 130 9 6 15 이상 30 81 36 21

휴먼서비스대학 한국어문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경찰행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정치행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호텔외식조리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항공서비스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사회복지학과 ★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건축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의류학과 130 9 6 15 이상 30 22 8 70 42 8 50 36 21

실용음악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공연영상학과 130 9 6 15 이상 30  7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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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입학자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구 학부의 경우 교양계열선택필수를 학부 공통과목으로 대체 인정 함.
※ 별표(★)-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직자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졸업학점 1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학   과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
교양

필수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국어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1 7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윤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지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공통사회 42 8 50 

수학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한국어문학과 130 1 13 60 36 21

영어영문학과 130 1 13 60 36 21

중어중문학과 130 1 13 22 8 50 42 8 50 36 21

법·경찰학과 130 1 13 70 36 21

정치행정학과 130 1 13 50 36 21

경영학과 ★ 130 1 13 60 36 21

회계학과 130 1 13 60 36 21

경영정보학과 130 1 13 60 36 21

무역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경제학과 130 1 13 60 36 21

금융보험학과 130 1 13 6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1 13 60 36 21

항공서비스학과 130 1 13 6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1 13 22 8 81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1 13 81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1 13 81 36 21

정보보안학과 130 1 13 81 36 21

제약공학과 130 1 13 60 36 21

호텔외식조리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식품공학과 130 1 13 60 36 21

화장품과학과 130 1 13 60 36 21

식품영양학과 130 1 13 22 60 42 42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1 13 6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1 13 60 36 21

사회복지학과 ★ 130 1 13 50 36 21

환경공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건축학과 130 1 13 65 36 21

의류학과 130 1 13 22 8 55 42 8 50 36 21

실용음악과 130 1 13 60 36 21

공연영상학과 130 1 13  60 36 21

미술학과 130 1 13 22 8 65 42 8 50 36 21

뷰티학과 130 1 13 73 36 21

디자인학과 130 1 13 22 8 65 42 8 5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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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입학자

※ 교양필수:사회봉사Ⅰ(또는 사회봉사Ⅱ 이수 시 면제)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구 학부의 경우 교양계열선택필수를 학부 공통과목으로 대체 인정 함.

학   과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
교양

필수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국어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1 7 22 63 9 72 53 9 62 

유아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윤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지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공통사회 42 8 50 

수학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한국어문학과 130 1 13 60 36 21

영어영문학과 130 1 13 60 36 21

중어중문학과 130 1 13 22 8 50 42 8 50 36 21

법·경찰학과 130 1 13 50 36 21

정치행정학과 130 1 13 50 36 21

경영학과 130 1 13 60 36 21

회계학과 130 1 13 60 36 21

경영정보학과 130 1 13 60 36 21

무역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경제학과 130 1 13 60 36 21

금융보험학과 130 1 13 6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1 13 60 36 21

항공호텔서비스학과 130 1 13 6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1 13 22 8 72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1 13 72 36 21

멀티미디어학과 130 1 13 72 36 21

제약공학과 130 1 13 60 36 21

외식산업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식품공학과 130 1 13 60 36 21

화장품과학과 130 1 13 60 36 21

식품영양학과 130 1 13 22 60 42 42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1 13 60 36 21

레저스포츠학과 130 1 13 60 36 21

사회복지학과 130 1 13 50 36 21

환경공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건축학과 130 1 13 65 36 21

의류학과 130 1 13 22 8 55 42 8 50 36 21

공연영상예술학과 130 1 13  60 36 21

융합아트학과 130 1 13 22 8 65 42 8 50 36 21

디자인학과 130 1 13 22 8 65 42 8 5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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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입학자

※ 교양필수:사회봉사Ⅰ(사회봉사 Ⅱ 또는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 면제)
※ 사범계 및 일반계 교직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기준 상이)
※ 일반계 교직, 교과교육학 이수 학점은 교직이수예정자만 해당 됨. (식품영양학과-교과교육 학점 이수 제외)
※ 사범계 교육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경우 5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14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학   과
졸업

학점

교양

교직

단수전공 교직복수(주.복수) 일반

복수

(주.복수)

부

전공
교양

필수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계

(최소
이수)

국어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영어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교육학과 140 1 7 22 63 9 72 45 9 54 

유아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윤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사회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역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지리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공통사회 42 8 50 

수학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생물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컴퓨터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체육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음악교육과 140 1 7 22 54 11 65 42 8 50 

국어국문학과 130 1 13 60 36 21

한국어교육학 21

영어영문학과 130 1 13 60 36 21

독어독문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중어중문학과 130 1 13 22 8 50 42 8 50 36 21

법·경찰학과 130 1 13 50 36 21

정치행정학과 130 1 13 50 36 21

광고홍보학과 130 1 13 60 36 21

연극영화과 130 1 13 60 36 21

경영학과 130 1 13 60 36 21

회계학과 130 1 13 60 36 21

경영정보학과 130 1 13 60 36 21

무역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경제학과 130 1 13 60 36 21

금융보험학과 130 1 13 60 36 21

컴퓨터공학과 130 1 13 22 8 66 42 8 50 36 21

정보통신공학과 130 1 13 66 36 21

멀티미디어공학과 130 1 13 66 36 21

식품영양학과 130 1 13 22 60 42 42 36 21

외식산업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차(茶)학과 130 1 13 60 36 21

임상건강운동학과 130 1 13 60 36 21

레저운동관리학과 130 1 13 60 36 21

생활복지학과 130 1 13 50 36 21

건축학과 130 1 13 65 36 21

환경건설정보학과 130 1 13 22 8 60 42 8 50 36 21

의류학과 130 1 13 22 8 55 42 8 50 36 21

디자인학과 130 1 13 22 8 65 42 8 50 36 21

화예디자인학과 130 1 13 60 36 21

미술학과 130 1 13 22 8 65 42 8 50 36 21

음악학과 130 1 13 22 8 65 42 8 50 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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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과과정 이수
1. 입학년도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수전공자]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 6학점 + 교양선택 4학점 이상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미래대학

․ 전공 : 60~70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40학점 이상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9학점 이상)

※미래대학 비전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인코진코 + 기초학업 6학점 + 

  자유교양 17학점 이상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2018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 : 25학점 이상  

․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계열) 6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평생교육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40학점 이상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9학점 이상)

※평생교육대학 생활경영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인코진코 + 기초학업 6학점 + 

  자유교양 17학점이상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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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17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9학점 + 교양지정필수 4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평생교육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9학점 + 지정필수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5학점 이상)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지정필수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2016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9학점 + 교양지정필수 4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평생교육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9학점 + 지정필수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5학점 이상)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지정필수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15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9학점 + 교양지정필수: 2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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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9학점 + 지정필수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5학점 이상)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4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 :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 사회봉사는 사범대(교직이수자)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3학년도 입학

자까지‘교육봉사활동’이수 시 사회봉사Ⅰ 면제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일반학과

․ 전공 : 50~81학점 이상(학과별 이수학점 확인)

․ 교양 :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사회봉사Ⅰ’또는‘사회봉사Ⅱ’ 이수 가능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 교육학과 :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 :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교양필수: 사회봉사Ⅰ(또는Ⅱ) 

   ※ 사회봉사는 사범대(교직이수자)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3학년도 입학

자까지‘교육봉사활동’이수 시 사회봉사Ⅰ 면제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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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자]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학과의 전공을 각각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 이수

․ 일반계학과 복수전공 시 소속학과 50학점 복수전공학과 36학점이상 이수

  * 교육학과 6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 교육학과 복수전공자 : 교육학과 전공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공통사회 연계전공자는 타 전공의 교과내용학 9학점(3과목) 이상 이수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필수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

일반학과 ․ 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을 각각 36학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학과의 전공을 각각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 이수

․ 일반계학과 복수전공 시 소속학과 50학점 복수전공학과 36학점이상 이수

  * 교육학과 54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학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학과 복수전공자: 교육학과 전공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공통사회 연계전공자는 타 전공의 교과내용학 9학점(3과목) 이상 이수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필수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

일반학과 ․ 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을 각각 36학점 이상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일반학과

․ 전공 : 50~66학점 이상(학과별 이수학점 확인)

  * 5년제 건축학과(건축학)108학점 이상 

․ 교양 :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또는Ⅱ)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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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자]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

․ 사범계 부전공 제도 폐지(교사자격 취득 불가)

․ 일반계 학과 부전공 시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일반학과 ․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2003학년도 

허가자부터

~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교직과정

․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36학점 이상

 (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30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6학점 이상) 이수

․ 일반계학과 부전공 시 소속학과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

공 21학점이상 이수

․ 소속학과 전공필수, 부전공학과 부전공필수, 기본이수과목 포함

일반학과 ․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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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한 것으로 한다.

구 분 경과조치사항

2005학년도 입학자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0학점이상 취득

2006~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3학점이상(사범대학의 경우 7학점 이상) 취득

2009~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3학점이상(사범대학의 경우 7학점 이상) 취득
※사범대학(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 ‘사회봉사Ⅰ’ 면제

2014학년도 입학자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3학점이상(사범대학의 경우 7학점 이상) 취득

    

3. 교양과목 중 학점이 변경된 교과목은 이수(또는 재수강) 할 당시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4. < 별표 B >의 학과별 이수제한 교양교과목은 관련 학과 학생은 이수할 수 없다.(재수강 예외)

5. 학과에서 선수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C >

6. 성적등급이 C+(평점 2.5)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한 교과

목의 취득 성적은 B+(평점 3.5) 이하로 하고, 수강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

하되,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R(Retake)로 표기하며 평점 평균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2001-2학기부터 재수강 신청과

목은 성적이 최종 인정된 시점의 학점으로 처리됨에 특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교과목번호가 동일한 과목

    2)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과정 변경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대치과목

    3) 교양과목 중에서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과목이라고 인정한 대치과목

7. P/F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하며, 성적 산출 시 평점평균에는 제외하며 성적표

기는 P(Pass) 또는 F(Fail)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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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과과정 적용 원칙

A. 교과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행 교과과정을 적용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필수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 또는 미취득한(F) 과목이 학년이나 학기가 변경되어 개

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교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대치과목 

이수) 다만, 미이수한 과목 또는 미취득한(F) 필수과목이 폐지되거나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교원자격과 관련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필수가 선택으로 변경된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 하였을 경우 졸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F가 지워지는 것은 아님(F를 지우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나. 필수과목이 추가되거나(선택이 필수로 된 과목 포함) 학점 수가 달라진 과목은 이

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원자격과 관련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한다. 

 다. '산업현장실습, 취업캠프<Ⅰ~Ⅲ>', ‘기업실무<Ⅰ,Ⅱ,Ⅲ>, 산업인턴십<Ⅰ~Ⅴ>’ 교

과목은 반드시 취업지원처(취업지원팀)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수강신청 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2015.01.15 개정)

 

B.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전공, 교양, 교직과목은 반드시 대치과목을 확인하

여야 한다.

C. 대치과목: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대치과목을 전산 입력하여 수강신청 시 재수강이 아니면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

으나, 완전하지 않으므로 꼭 대치과목을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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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전공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범위 및 허용 인원

 가. 부전공은 부전공 필수과목을 지정한 학과를 대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 학과의 교

육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원자격 관련 부전공은 폐지됨.

 나. 부전공은 소정기간에 신청(매 학기말)하여 이수 허가를 받아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

다.(2015.01.15 개정)

2. 이수 학점

 가. 사범대학을 제외한 학과의 부전공은 해당 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을 포함 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전공과 부전공 각 교과영역에 공히 해당될 때는 이를 중복하여 인

정한다. 단, 취득학점의 합계는 전공영역으로 산출한다.

 다. 부전공 이수도중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제1전공을 모두 충족 시 졸업이 된다. 다만, 마지막학

기 성적 확정 후 일정 기간에 본인이 졸업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졸업이 연기된다.

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부전공(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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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복수전공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범위 및 허용 인원

 가. 복수전공은 전 학과를 대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허

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범대학의 학과를 일반학과 학생이 복수전공 신청할 수 없으

나, 교직과정이수자는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 신청할 수 있다.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 이수 인원제한>

      - 2004, 2005학년도 입학자: 복수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교직과정 설치학과 동일)

      -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복수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교직과정 설치학과는 교직승

인인원 2배수이내) 

 나. 복수전공은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복수전공학과와 학교의 이수 허가를 

받은 다음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2004학년도 허가자부터는 이수 허가 당시의 

복수전공학과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 학점

 가. 복수전공자는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을 이수하되,

    1)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교직이수자 포함)은 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 전공 각각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이수하

여야 한다. 단, 교육학과는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5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13

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48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

수포함 6학점 이상).단, 교육학과는 5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사범대학을 제외한 학과는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3) 사범대학 소속 학생(교직이수자 포함)이 사범대학 외의 다른 일반학과(부)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소속 학과 전공은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 복수전공 학과 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소속 학과 전공은 48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6학점 이상), 복수전공 학과 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나.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전공과 복수전공 각 교과영역에 공히 해당될 때는 이를 중복하여 

인정한다. 단, 취득학점의 합계는 전공영역으로 산출한다.

 

 다. 복수전공 학과의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는 복수전공과목으로 인

정 한다. 

 

 라. 사범대학에서 교원자격증에 복수전공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으로 승인된 표시과목

의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과 사범대학 학과별 교과교육학 교과 목표 중 필수 과목

을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은 규정에 맞게 이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

였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제1전공을 모두 충족 시 졸업이 된다. 다만, 마

지막학기 성적 확정 후 일정 기간에 본인이 졸업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졸업이 연기된다.

     ※ 복수전공 불가자: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 후 교직과정설치학과에 신․편  

         입학한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 중등학교 정교사(2급) 7호 기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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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복수전공(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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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계전공 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범위 및 허용 인원

 가.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연계하여 별도의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계전공은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연계전공과정 주관학과의 이수 

허가를 받은 다음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다. 개설전공명

     사범대학: 공통사회(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소속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통합사회(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 문화콘텐츠전공 

   - 공공서비스전공

   - 국제관광경영전공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금융보험학과, 무역학과, 항공서비스학

과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 기술마케팅전공(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무역학과, 금융보험학과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 바이오시스템전공

   - 화장품․ 뷰티전공

   - 디지털보안전공

   - 콘텐츠 크리에이티브전공

   - 빅데이터전공

2. 이수 학점

 가. 사범대학(공통, 통합사회)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8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48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6학점 이상)

 나. 문화콘텐츠, 공공서비스, 국제관광경영, 기술마케팅, 바이오시스템, 화장품․ 뷰티, 디지털보

안, 콘텐츠 크리에이티브전공, 빅데이터전공 36학점 이상

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연계전공(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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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I. 융합전공 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범위 및 허용 인원

 가. 융합전공이란 두 개 이상 학과 또는 학부를 융합하여 운영되는 전공 교과과정을 하나의 전

공(제2전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주관 학과의 교육여건에 따라서 융합전공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나. 융합전공은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연계전공과정 주관학과의 이수 

허가를 받은 다음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다. 개설전공명

   - 창업전공

   - 융합교육전공

2. 이수 학점

  가. 창업전공, 융합교육전공 36학점 이상

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융합전공(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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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예정자 교과교육학 교과목표

[교과교육학 교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1. 사범대학 학생 중 2002년 2월 졸업자부터는 교과교육학 영역의 학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교육학 과목은 교과내용학으로 인정되지 않음

적용시기 이 수 학 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단수전공 : 소속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중 필수를 포함하여 11학점이상 이수. 단, 

교육학과는 교과교육학 교과목 9학점 이수

․ 복수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전공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중 필수를 포함하여 각각 

3과목(8학점) 이상 이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단수전공 : 소속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중 필수를 포함하여 11학점이상 이수

․ 복수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전공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중 필수를 포함하여 각각 

2과목(6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 :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 부전공학과의 교과교육학 교과목 중 6학점 이상 이수

2. 교직이수예정자의 교과교육학 교과목은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이 수 학 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단수전공 : 소속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3과목(8학점) 이수

․ 복수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전공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각각 3과목(8학점)이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단수전공 : 소속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2과목(6학점)이상 이수

․ 복수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전공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목 각각 2과목(6학점)이수

   ※ 2009년부터 교과교육학 교과목 이수구분이 교직에서 전공으로 변경됨.

3. 교과교육학 교과목표

적용시기 학과 교과교육학 필수 교과교육학 선택

2016학년도 

후기졸업자

부터

국어교육과  국어교육론, 국어교재및연구법,

국어과교수학습방법론,국어과부진

아교육,국어교육평가론,국어논리

및논술

영어교육과  영어교육론, 영어교재및연구법,
영어과지도법, 영어과교육과정

및평가,영어논리및논술

교육학과  교육학교육론, 교육학교재및연구법,  교육학논리및논술

유아교육과
 유아교육론, 유아교과교재및연구

지도법,

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수학습방

법,유아논리및논술 

윤리교육과  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재및연구법,  
도덕심리학, 도덕윤리교육과정및평가,

윤리교육프로그램,도덕윤리논리및논술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재및연구법,  

공통사회교육론, 공통사회교재및연구법,

일반사회교수법, 일반사회교육과정및평가,

 일반사회논리및논술

역사교육과
 역사교육론, 역사교재및연구법,

 

공통사회교육론, 역사교수법,

역사교육과정및평가론,역사논리및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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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학과 교과교육학 필수 교과교육학 선택

2016학년도 

후기졸업자

부터

지리교육과  지리교육론, 지리교재및연구법

지리수업론, 지리교육과정및평가, 

공통사회논리및논술, 지리논리

및논술 

*통합사회  통합사회교육론,통합사회교재및연구법

일반사회교육론,지리교육론,역사

교육론,통합사회교수법,통합사회

논리및논술

수학교육과  수학교육론, 수학교재및연구법

수학교육과정및교수학습론, 

수학수업의계획과실행, 수학학습평가

, 수학학습부진아지도술

생물교육과  생명과학교육론, 생물교재및연구법  

생물교육과정및평가, 생물학습지도법, 

통합과교수학습, 생물논리및논

술 

체육교육과  체육교육론, 체육교재및연구법
체육측정평가, 체육과교육과정,

체육과지도법,  체육논리및논술

컴퓨터교육과
 정보․컴퓨터교육론, 정보․컴퓨터교재   

 및 연구법

정보·컴퓨터교육과정연구, 

정보·컴퓨터교육평가, 

정보·컴퓨터교육연구,

정보․컴퓨터논리및논술

음악교육과  음악교육론, 음악교재및연구법
음악교육과정및평가,음악논리및

논술 

중국어과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재및연구법   중국어논리및논술

무역학과  상업교육론, 상업교재및연구법  상업논리및논술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교육론  정보․컴퓨터논리및논술

환경공학과  환경교육론, 환경교재및연구법,  환경논리및논술

패션의류학과  의상교육론, 의상교재및연구법  의상논리및논술

호텔외식조리학과  조리교육론, 조리교재및연구법  조리논리및논술

융합디자인학과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재및연구법,   디자인논리및논술

미술학과  미술교육론, 미술교재및연구법 미술논리및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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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직과정 이수 안내

1. 신청 시기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재학생으로 2학년 1학기 중 지정된 기간에 학과사무실로 신

청한다.

2. 이수 승인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성적 등을 참작 선발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3.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2020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승인인원 표시과목 비고

중국어전공 2 중국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무역학전공 2 상업 중등학교 정교사(2급)

컴퓨터공학과 2 정보․컴퓨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환경공학과 1 환경 중등학교 정교사(2급)

패션의류학과 1 의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호텔외식조리학부 
호텔조리전공

3 조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식품영양학과 3 영양교사(2급)

4. 이수 학점 

 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학 포함)과 교직과목을

“선발기준-1”년도를 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예, 2010학년도 입학자가 2016학년도 2학

년 중에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었을 경우 2016-1 즉 2015학년도 입학자 기준으로 이수)

 나. 교직 교과목표

영역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습 비    고

교직이론 직선 100101  교육학개론 2 2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7과목 이상 이수(14학점 이상)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6과목 이상 이수(12학점 이상)

직선 100102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직선 100122  교육과정 2 2

직선 100123  교육평가 2 2

직선 100114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직선 100115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직선 100120  교육심리 2 2

직선 100121  교육사회 2 2

직선 100118  생활지도및상담 2 2

교직소양

직필 100129  특수교육학개론 2 2 *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이수직필 100126  교직실무 2 2

직필 10013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2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이수

교육실습
직필 100127  학교현장실습 2 4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실습이 학교현장실습으로 대치 직필 100128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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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기준

적용시기

<선발년도-1>
이 수 학 점 성 적 기 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최소학점 이상[기본이수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학과별로 상이

하므로 기본이수영역표(p.50) 참고, 교과교육학 8학점 포함], 교직 22

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4학점 이상] 이수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최소학점 이상[기본이수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학과별로 상이

하므로 기본이수영역표(p.50) 참고, 교과교육학 8학점 포함], 교직 22

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4학점 이상] 이수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전공최소학점 이상[기본이수 14학점, 교과교육학 6학점 포함(영양교사 

제외)], 교직 17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육실습 3학점 이상]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 각각 80점 이상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년도-1 기준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하므로 주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용시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격판정 2회 이상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적격판정 1회 이상

7.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실습 이수

적용시기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실습 이수

 2016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 실습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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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기본이수영역(과목)표[교육부고시 제2017-126호]

[적용대상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 고시된 과목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이수하며, 학과별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국어교육과

(9과목, 27학점)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3)

1에서 5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이수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2)국어사 국어사(3)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Ⅰ(3)
국문학개론Ⅱ(3)

(3)국문학사
국문학사Ⅰ(3)
국문학사Ⅱ(3)

(4)문학교육론 문학교육론(3)

(5)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3)

영어교육과

(8과목, 22학점)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3)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영어문법 영어문법(3)

영어회화 영어회화Ⅰ(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3)

영어쓰기지도법 영어쓰기지도법(2)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읽기지도법(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교육학과

(7과목, 21학점 이

상 이수)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3)

교육과정 교육과정(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3)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심리 교육심리(3)

교육평가 교육평가(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방법(3)

교육행정 교육행정(3)

학교-학급경영 학교-학급경영(3)

학교상담론 학교상담론(3)

교육공학 교육공학(3)

평생교육 평생교육(3)

교사론 교사론(3)

교육사 교육사(3)

유아교육과

(8과목, 24학점)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3)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3)

아동복지 아동복지(3)

유아안전교육 유아안전교육(3)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윤리교육과

(8과목, 24학점)
도덕․윤리

(1)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육론(3) (1)분야에서 1

과목,(2)~(3)

ㅇ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2)윤리학개론 윤리학개론(3)
(2)서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3)

(2)한국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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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2)윤리고전강독 윤리고전강독(3)

목 이상 이수
(3)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3)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3)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사회교육과

(7과목, 21학점 이

상 이수)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육론(3)
정치와사회 정치와사회(3)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3)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3)
법과사회 법과사회(3)
문화와사회 문화와사회(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시민교육과사회윤리(3)

역사교육과

(‘비고’란 

참조)

역사

(1)역사교육론 (1)역사교육론(3)

1~6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역사학개론 (2)역사학개론(3)

(2)사료강독
사료강독Ⅰ(3)
사료강독Ⅱ(3)
사료강독Ⅲ(3)

(3)한국사회경제사 (6)한국사회경제사(3)
(3)한국사상․문화사 (6)한국사상․문화사(3)
(4)한국고대사 (7)한국고대사(3)
(4)한국중세사 (7)한국중세사(3)
(4)한국근세사 (7)한국근세사(3)
(4)한국근대사 (7)한국근대사(3)
(5)동아시아 고대사 (8)동아시아 고대사(3)
(5)동아시아 중세사 (8)동아시아 중세사(3)
(5)동아시아 근대사 (8)동아시아 근대사(3) 
(5)서양고대사 (8)서양고대사(3)
(5)서양중세사 (8)서양중세사(3)
(5)서양근대사 (8)서양근대사(3) 
(6)한국현대사 (9)한국현대사(3) 
(6)동아시아현대사 (9)동아시아현대사(3) 
(6)서양현대사 (9)서양현대사(3) 

통합사회
통합사회

(‘비고’란 참조)

(1)통합사회교육론 (1)통합사회교육론(3)

(1)분야에서 1

과목, (2)~(5)

분야 중 각 분

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2)정치와사회 (2)정치와사회(3)

(2)경제와사회 (2)경제와사회(3)

(2)인간과사회 (2)인간과사회(3)

(2)문화와사회 (2)문화와사회(3)

(2)법과사회 (2)법과사회(3)

(3)한국사개론 (3)한국사개론(3)

(3)동양사개론 (3)동양사개론(3)

(3)역사학개론 (3)역사학개론(3)

(3)서양사개론 (3)서양사개론(3)

(4)자연지리학 (4)자연지리학(3)

(4)인문지리학 (4)인문지리학(3)

(4)지도학 (4)지도학(3)
(4)한국지리 (4)한국지리(3)
(5)윤리학개론 (5)윤리학개론
(5)동양윤리사상 (5)동양윤리사상
(5)서양윤리사상 (5)서양윤리사상

수학교육과

(11과목, 33학점)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육론(3)

해석학 해석학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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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선형대수 선형대수(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Ⅰ(3)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정수론 정수론(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Ⅰ(3)
위상수학 위상수학Ⅰ(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3)

생물교육과

(9과목, 27학점)
생물

생명과학교육론 생명과학교육론(3)

발생학 발생학(3)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3)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3)

유전학 유전학(3)

분류학 분류학Ⅰ(3)
분류학Ⅱ(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3)

미생물학 미생물학(3)

체육교육과

(8과목, 21학점)
체육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3)

건강교육 건강교육(3)

운동실기 운동실기(1)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3)

운동역학 운동역학(3)

체육사.철학 체육사.철학(3)

운동학습및심리 운동학습및심리(3)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2)

음악교육과

(17과목,25학점)
음악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3)

국악개론 국악개론Ⅱ(2)

국악사 국악사Ⅰ(2)

국악실기 국악실기Ⅰ(1)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Ⅱ(2)

시창.청음 시창.청음Ⅲ(1)
시창.청음Ⅳ(1)

음악교수법 음악교수법(2)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분석및형식론Ⅰ(2)

장구반주법 장구반주법Ⅰ(1)

전공실기

전공실기Ⅰ(1)
전공실기Ⅱ(1)
전공실기Ⅲ(1)
전공실기Ⅳ(1)

피아노반주법 피아노반주법Ⅲ(1)
피아노반주법Ⅳ(1)

화성법 화성법Ⅰ(2)

중국어전공

(8과목, 22학점)
중국어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육론(3)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개론(3)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개론(3)
한문강독 한문강독(3)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3)

중국어작문 중국어작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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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중국어회화
중국어회화Ⅰ(2)

중국어회화Ⅱ(2)

무역학전공

(7과목, 21학점)
상업

(1)상업교육론 (1)상업정보교육론(3)

(1분야 필수

(2)~(6) 분양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이수

(1)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1)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3)
(2)경제학원론 (2)경제학원론(3)
(3)회계원리 (3)회계원리(3)
(4)경영학원론 (4)경영학원론(3)
(5)무역영어 (5)무역영어(3)
(5)무역실무 (5)무역실무(3)

(6)전사적자원관리 (6)전사적자원관리(3)

컴퓨터공학과

(7과목, 21학점)
정보․컴퓨터

(1)컴퓨터정보교육론 (1)컴퓨터정보교육론(3)
(1)분야 필수

(2)~(6) 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이수

(1)프로그래밍 (1)프로그래밍(3)
(2)인공지능 (2)인공지능(3)
(3)데이터베이스 (3)데이터베이스(3)

(4)운영체제 (4)운영체제(3)

(5)컴퓨터구조 (5)컴퓨터구조(3)
(6)소프트웨어공학 (6)소프트웨어공학(3)

식품영양학과

(7과목, 21학점)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1)영양교육및상담실습(3)
(1)에서 1과

목, (2),(3)에

서 각 2과목이

상 (4)(5)에서 

각1과목 이상

(2)영양학 (2)영양학(3)
(2)생애주기영양학 (2)생애주기영양학(3)
(3)단체급식및실습 (3)단체급식및실습(3)
(3)식품위생학 (4)식품위생학(3)
(4)영양판정및실습 (4)영양판정및실습(3)
(5)식품학 (5)식품학(3)

호텔외식조리학부

호텔조리전공

(8과목, 21학점)

조리

조리교육론 조리교육론(3)
조리과학 조리과학(3)
한국조리 한국조리(2)
외국조리 외국조리(2)
제과․제빵 제과․제빵(2)
영양학 영양학(3)
식품위생 식품위생(3)
식품구매 식품구매(3)

환경공학과

(7과목, 21학점)
환경공업

(1)환경교육론 (1)환경교육론(3)

(1)분야 필수

(2)~(6)분야중 

각 분야에서 3

과목 이상 이

수

(2)환경공학개론 (2)환경공학개론(3)
(2)수질오염처리 (2)수질오염처리(3)

(2)고형폐기물처리
(2)고형폐기물처리Ⅰ(2)
(2)고형폐기물처리실험Ⅰ(1)

(2)소음진동학 (2)소음및진동학(3)
(3)환경기기분석 (3)환경기기분석(3)
(3)환경영향평가 (3)환경영향평가(3)
(3)환경독성학 (3)환경독성학(3)

패션의류학과

(7과목, 21학점)
의상

의류교육론 의류교육론(3)
복식디자인 복식디자인(3)
서양의복구성 서양의복구성(3)
섬유재료학 섬유재료학(3)
의복위생학 의복위생학(3)
복식사회심리학 복식사회심리학(3)
복식사 복식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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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영역(과목)표[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적용대상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 고시된 과목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이수하며, 학과별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국어교육과

(9과목, 27학점)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3)

1에서 5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이수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2)국어사 국어사(3)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Ⅰ(3)
국문학개론Ⅱ(3)

(3)국문학사
국문학사Ⅰ(3)
국문학사Ⅱ(3)

(4)문학교육론 문학교육론(3)

(5)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3)

영어교육과

(8과목, 22학점)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3)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영어문법 영어문법(3)

영어회화 영어회화Ⅰ(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3)

영어쓰기지도법 영어쓰기지도법(2)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읽기지도법(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교육학과

(7과목, 21학점 이

상 이수)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3)

교육과정 교육과정(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3)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심리 교육심리(3)

교육평가 교육평가(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방법(3)

교육행정 교육행정(3)

학교-학급경영 학교-학급경영(3)

학교상담론 학교상담론(3)

교육공학 교육공학(3)

평생교육 평생교육(3)

교사론 교사론(3)

교육사 교육사(3)

유아교육과

(8과목, 24학점)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3)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3)

아동복지 아동복지(3)

유아안전교육 유아안전교육(3)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윤리교육과

(8과목, 24학점)
도덕․윤리

(1)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육론(3) (1)분야에서 1

과목,(2)~(3)

ㅇ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2)윤리학개론 윤리학개론(3)
(2)서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3)
(2)한국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3)

(2)윤리고전강독 윤리고전강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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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3)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3)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3)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사회교육과

(7과목, 21학점 이

상 이수)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육론(3)
정치와사회 정치와사회(3)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3)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3)
법과사회 법과사회(3)
문화와사회 문화와사회(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시민교육과사회윤리(3)

역사교육과

(‘비고’란 

참조)

역사

(1)역사교육론 (1)역사교육론(3)

1~6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역사학개론 (2)역사학개론(3)

(2)사료강독
사료강독Ⅰ(3)
사료강독Ⅱ(3)
사료강독Ⅲ(3)

(3)한국사회경제사 (6)한국사회경제사(3)
(3)한국사상․문화사 (6)한국사상․문화사(3)
(4)한국고대사 (7)한국고대사(3)
(4)한국중세사 (7)한국중세사(3)
(4)한국근세사 (7)한국근세사(3)
(4)한국근대사 (7)한국근대사(3)
(5)동아시아 고대사 (8)동아시아 고대사(3)
(5)동아시아 중세사 (8)동아시아 중세사(3)
(5)동아시아 근대사 (8)동아시아 근대사(3) 
(5)서양고대사 (8)서양고대사(3)
(5)서양중세사 (8)서양중세사(3)
(5)서양근대사 (8)서양근대사(3) 
(6)한국현대사 (9)한국현대사(3) 
(6)동아시아현대사 (9)동아시아현대사(3) 
(6)서양현대사 (9)서양현대사(3) 

통합사회
통합사회

(‘비고’란 참조)

(1)통합사회교육론 (1)통합사회교육론(3)

(1)분야에서 1

과목, (2)~(5)

분야 중 각 분

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2)정치와사회 (2)정치와사회(3)

(2)경제와사회 (2)경제와사회(3)

(2)인간과사회 (2)인간과사회(3)

(2)문화와사회 (2)문화와사회(3)

(2)법과사회 (2)법과사회(3)

(3)한국사개론 (3)한국사개론(3)

(3)동양사개론 (3)동양사개론(3)

(3)역사학개론 (3)역사학개론(3)

(3)서양사개론 (3)서양사개론(3)

(4)자연지리학 (4)자연지리학(3)

(4)인문지리학 (4)인문지리학(3)

(4)지도학 (4)지도학(3)
(4)한국지리 (4)한국지리(3)
(5)윤리학개론 (5)윤리학개론
(5)동양윤리사상 (5)동양윤리사상
(5)서양윤리사상 (5)서양윤리사상

수학교육과

(11과목, 33학점)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육론(3)

해석학 해석학Ⅰ(3)

선형대수 선형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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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Ⅰ(3)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정수론 정수론(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Ⅰ(3)
위상수학 위상수학Ⅰ(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3)

생물교육과

(9과목, 27학점)
생물

생명과학교육론 생명과학교육론(3)

발생학 발생학(3)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3)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3)

유전학 유전학(3)

분류학 분류학Ⅰ(3)
분류학Ⅱ(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3)

미생물학 미생물학(3)

체육교육과

(8과목, 21학점)
체육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3)

건강교육 건강교육(3)

운동실기 운동실기(1)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3)

운동역학 운동역학(3)

체육사.철학 체육사.철학(3)

운동학습및심리 운동학습및심리(3)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2)

음악교육과

(17과목,25학점)
음악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3)

국악개론 국악개론Ⅱ(2)

국악사 국악사Ⅰ(2)

국악실기 국악실기Ⅰ(1)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Ⅱ(2)

시창.청음 시창.청음Ⅲ(1)
시창.청음Ⅳ(1)

음악교수법 음악교수법(2)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분석및형식론Ⅰ(2)

장구반주법 장구반주법Ⅰ(1)

전공실기

전공실기Ⅰ(1)
전공실기Ⅱ(1)
전공실기Ⅲ(1)
전공실기Ⅳ(1)

피아노반주법 피아노반주법Ⅲ(1)
피아노반주법Ⅳ(1)

화성법 화성법Ⅰ(2)

중국어전공

(8과목, 22학점)
중국어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육론(3)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개론(3)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개론(3)
한문강독 한문강독(3)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3)
중국어작문 중국어작문(3)

중국어회화 중국어회화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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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이수기준)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변경

중국어회화Ⅱ(2)

무역학전공

(7과목, 21학점)
상업

(1)상업교육론 (1)상업정보교육론(3)

(1분야 필수

(2)~(6) 분양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이수

(1)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1)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3)
(2)경제학원론 (2)경제학원론(3)
(3)회계원리 (3)회계원리(3)
(4)경영학원론 (4)경영학원론(3)
(5)무역영어 (5)무역영어(3)
(5)무역실무 (5)무역실무(3)

(6)전사적자원관리 (6)전사적자원관리(3)

컴퓨터공학과

(7과목, 21학점)
정보․컴퓨터

(1)컴퓨터정보교육론 (1)컴퓨터정보교육론(3)
(1)분야 필수

(2)~(6) 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이수

(1)프로그래밍 (1)프로그래밍(3)
(2)인공지능 (2)인공지능(3)
(3)데이터베이스 (3)데이터베이스(3)

(4)운영체제 (4)운영체제(3)

(5)컴퓨터구조 (5)컴퓨터구조(3)
(6)소프트웨어공학 (6)소프트웨어공학(3)

식품영양학과

(7과목, 21학점)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1)영양교육및상담실습(3)
(1)에서 1과

목, (2),(3)에

서 각 2과목이

상 (4)(5)에서 

각1과목 이상

(2)영양학 (2)영양학(3)
(2)생애주기영양학 (2)생애주기영양학(3)
(3)단체급식및실습 (3)단체급식및실습(3)
(3)식품위생학 (4)식품위생학(3)
(4)영양판정및실습 (4)영양판정및실습(3)
(5)식품학 (5)식품학(3)

호텔외식조리학과

(8과목, 21학점)
조리

조리교육론 조리교육론(3)
조리과학 조리과학(3)
한국조리 한국조리(2)
외국조리 외국조리(2)
제과․제빵 제과․제빵(2)
영양학 영양학(3)
식품위생 식품위생(3)
식품구매 식품구매(3)

환경공학과

(7과목, 21학점)
환경공업

(1)환경교육론 (1)환경교육론(3)

(1)분야 필수

(2)~(6)분야중 

각 분야에서 3

과목 이상 이

수

(2)환경공학개론 (2)환경공학개론(3)
(2)수질오염처리 (2)수질오염처리(3)

(2)고형폐기물처리
(2)고형폐기물처리Ⅰ(2)
(2)고형폐기물처리실험Ⅰ(1)

(2)소음진동학 (2)소음및진동학(3)
(3)환경기기분석 (3)환경기기분석(3)
(3)환경영향평가 (3)환경영향평가(3)
(3)환경독성학 (3)환경독성학(3)

패션의류학과

(7과목, 21학점)
의상

의류교육론 의류교육론(3)
복식디자인 복식디자인(3)
서양의복구성 서양의복구성(3)
섬유재료학 섬유재료학(3)
의복위생학 의복위생학(3)
복식사회심리학 복식사회심리학(3)
복식사 복식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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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영역(과목)표[교육부고시 제2015-73호]

[적용대상 : 2016학년도 입학자]

* 고시된 과목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이수하며, 학과별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국어교육과

국어

(9과목 27학점 이상)

 

(1)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3)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2)국어사 국어사(3)

(3)국문학개론
현대문학개론(3)

고전문학개론(3)

(3)국문학사
현대문학사(3)

고전문학사(3)

(4)문학교육론 문학교육론(3)

(5)이해교육론 국어이해교육론(3)

영어교육과
영어

(8과목 22학점 이상)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3)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영어문법 영어문법(3)
영어회화 영어회화Ⅰ(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3)
영어쓰기지도법 영어쓰기지도법(2)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읽기지도법(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교육학과
교육학

(7과목 21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3)
교육과정 교육과정론(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3)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3)
교육평가 교육평가론(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법(3)
교육행정 교육행정학(3)
학교-학급경영 학교-학급경영론(3)
학교상담론 학교상담론(3)
교육공학 교육공학(3)
평생교육 평생교육론(3)
교사론 교사론(3)
교육사 교육사(3)

유아교육과 (8과목 23학점 이상)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아발달(3)(아동발달)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3)
유아관찰및실습 아동관찰및행동연구(3)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3)
아동복지 아동복지(3)
유아안전교육 아동안전관리(2)

윤리교육과
도덕․윤리

(9과목 27학점 이상)

(1)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육론(3)

(1)분야에서 1과

목, (2)~(3)분야

에서 3과목 이상 

이수

(2)윤리학개론 윤리학개론(3)
(2)서양윤리사상 서양철학사Ⅱ(3)
(2)한국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3)
(2)사회윤리 현대철학과윤리학(3)
(2)윤리와논술 도덕윤리논리및논술(3)
(3)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3)통일교육론 북한및통일교육(3)

(3)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사회교육과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육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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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7과목 21학점 이상)

정치와사회 정치와사회(3)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3)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3)
법과사회 법과사회(3)
문화와사회 문화와사회(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인간과행정 인간과행정(3)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시민교육과사회윤리(3)

역사교육과
역사

(‘비고’란 참조)

(1)역사교육론 (1)역사교육론(3)

(1)~(2)분야 :

필수

(3)~(9)분야 

: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

(2)역사학개론 (2)역사학개론(3)

(2)사료강독

(3)한국사사료읽기Ⅰ(3)
   한국사사료읽기Ⅱ(3)
(4)동양사사료읽기Ⅰ(3)
   동양사사료읽기Ⅱ(3)
(5)서양사사료읽기Ⅰ(3)
   서양사사료읽기Ⅱ(3)

(3)한국사회경제사 (6)한국사회경제사(3)
(3)한국사상․문화사 (6)한국사상․문화사(3)
(4)한국고대사 (7)한국고대사(3)
(4)한국중세사 (7)한국중세사(3)
(4)한국근세사 (7)한국근세사(3)
(4)한국근대사 (7)한국근대사(3)
(5)동아시아 고대사 (8)동아시아 고대사(3)
(5)동아시아 중세사 (8)동아시아 중세사(3)
(5)동아시아 근대사 (8)동아시아 근대사(3) 
(5)서양고대사 (8)서양고대사(3)
(5)서양중세사 (8)서양중세사(3)
(5)서양근대사 (8)서양근대사(3) 
(6)한국현대사 (9)한국현대사(3) 
(6)동아시아현대사 (9)동아시아현대사(3) 
(6)서양현대사 (9)서양현대사(3) 

지리교육과
지리

(7과목 21학점 이상)

지리교육론 지리교육론(3)
자연지리학 자연지리학(3)
인문지리학 인문지리학(3)
도시지리학 도시지리학(3)
경제지리학 경제지리학(3)
문화지리학 문화역사지리학(3)
지형학 지형학(3)
기후학 기후학(3)
환경지리학 환경지리학(3)
한국지리 한국지리(3)
지도학 지도학(3)
인구지리학 인구지리학(3)
촌락지리학 촌락지리학(3)

공통사회
공통사회

(‘비고’란 참조)

(1)공통사회교육론 공통사회교육론(3)

(1)분야 1과목

(2)~(4)각3과목

(주전공 제외)

*교과목명 변경

(2)정치와사회 정치와사회(3)
(2)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3)
(2)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3)
(2)법과사회 법과사회(3)

(3)한국사개론 한국사입문(3)

(3)동양사개론 동양사입문(3)

(3)서양사개론 서양사입문(3)

(4)자연지리학 자연지리학(3)
(4)인문지리학 인문지리학(3)
(4)지도학 지도학(3)
(4)한국지리 한국지리(3)

수학교육과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육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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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7과목 21학점 이상)

해석학 실해석학Ⅰ(3)

선형대수 선형대수학(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Ⅰ(3)

기하학일반 기하학(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정수론 정수론(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Ⅰ(3)

위상수학 위상수학Ⅰ(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3)

생물교육과
생물

(9과목 27학점 이상)

생명과학교육론 생명과학교육론(3)

발생학 발생학(3)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3)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3)

유전학 유전학(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식물분류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3)

미생물학 미생물학(3)

체육교육과
체육

(10과목 23학점 이상)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3)
건강교육 건강교육(3)

운동실기
수영지도법Ⅰ(1)
육상지도법Ⅰ(1)
체조지도법Ⅰ(1)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3)
운동역학 운동역학(3)
체육사.철학 체육사.철학(3)
운동학습및심리 스포츠심리학(3)(체육심리학)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2)

음악교육과
음악

(17과목 25학점 이상)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3)
국악개론 국악개론Ⅱ(2)
국악사 국악사Ⅰ(2)
국악실기 국악실기Ⅰ(1)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Ⅱ(2)

시창.청음 시창.청음Ⅲ(1)
시창.청음Ⅳ(1)

음악교수법 음악교수학습방법(2)(음악교수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분석및형식론Ⅰ(2)
장구반주법 장구반주법Ⅰ(1)

전공실기

전공실기Ⅰ(1)
전공실기Ⅱ(1)
전공실기Ⅲ(1)
전공실기Ⅳ(1)

피아노반주법 피아노반주법Ⅲ(1)
피아노반주법Ⅳ(1)

화성법 화성학Ⅰ(2)

중국어과
중국어

(7과목 21학점 이상)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육론(3)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개론(3)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사(3)(중국고전문학개론)
한문강독 한문강독(3)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3)
중국어작문 중국어작문(3)
중국어회화 고급중국어Ⅰ(3)

무역학과 상업정보 상업정보교육론 상업정보교육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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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정 기본이수 과목 이외에 법령과 명칭이 동일한 과목은 선택 기본이수과목으로 운영함.

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8과목 24학점 이상)

무역학개론 무역학개론(3)
무역실무 무역실무(3)
무역영어 무역영어(3)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3)
회계원리 회계원리(3)
마케팅관리론 마케팅관리론(3)
경영정보론 무역정보관리(3)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7과목 21학점 이상)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통신(3)
운영체제 운영체제(3)
데이터구조 데이터구조(3)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컴퓨터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Ⅰ(3)

식품영양학과 (9과목 27학점 이상)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상담실습(3)
영양학 기초영양학(3)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관리및실습(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3)
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습(3)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3)(식사요법및실습)
식품학 식품학(3)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3)

호텔외식조리학과
조리

(9과목 24학점 이상)

조리교육론 조리교육론(3)
조리과학 조리학(3)(조리과학)
한국조리 한국조리실습Ⅰ(2)(동양조리실습Ⅰ)
외국조리 서양조리실습Ⅰ(2)(서양조리실습)
제과․제빵 제과제빵실습(2)

식품가공 식품가공학및실습(3)
(식품가공학및실험,식품가공저장학)

단체급식 단체급식관리(3)
영양학 영양학(3)
식품위생 식품위생및법규(3)(외식위생및법규)
식품구매 식품구매및원가관리(3)(식품구매관리)
외식경영및관리학 외식사업창업론(3)

환경공학과
환경

(7과목 21학점 이상)

환경교육론 환경교육론(3)
토양오염론 고형폐기물처리및실험Ⅰ(3)
생물환경론 환경미생물학및실험(3)
환경지리학 환경지리학(3) 개설:지리

지구환경론 환경생태학(3)
대기오염론 대기환경론(3)
수질오염론 용폐수처리공학Ⅰ(3)

의류학과
의상

(8과목 22학점 이상)

의류교육론 의상교육론(3)
복식디자인 어패럴디자인(2)
서양의복구성 산업패턴설계Ⅰ(3)(의복구성학)
섬유재료학 의류소재론(3)
의복위생학 의류제품관리(3)
복식사회심리학 복식사회심리(3)

복식사
한국복식연구(3)
세계복식문화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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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영역(과목)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9호]

[적용대상 : 2009학년도~2015학년도 입학자까지]

* 고시된 과목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이수하며, 학과별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국어교육과

국어

(9과목 27학점 이상)

 

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3)
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국어사 국어사(3)

국문학개론
현대문학개론(3)

고전문학개론(3)

국문학사
현대문학사(3)

고전문학사(3)
문학교육론 문학교육론(3)
이해교육론 국어이해교육론(3)

영어교육과
영어

(8과목 22학점 이상)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3)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영어문법 영어문법(3)
영어회화 영어회화Ⅰ(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3)
영어쓰기지도법 영어쓰기지도법(2)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읽기지도법(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교육학과
교육학

(7과목 21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3)
교육과정 교육과정론(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3)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3)
교육평가 교육평가론(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법(3)
교육행정 교육행정학(3)
학교-학급경영 학교-학급경영론(3)
학교상담론 학교상담론(3)
교육공학 교육공학(3)
평생교육 평생교육론(3)
교사론 교사론(3)
교육사 교육사(3)

유아교육과 (7과목 21학점 이상)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아발달(3)(아동발달) 2013년부터 변경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3)

유아관찰및실습 아동관찰및행동연구(3)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3)

아동복지 아동복지(3)

윤리교육과
도덕․윤리

(9과목 27학점 이상)

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육론(3)
서양윤리사상 서양철학사Ⅱ(3)
한국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3)
사회윤리 현대철학과윤리학(3)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통일교육론 북한및통일교육(3)
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윤리와논술 도덕윤리논리및논술(3)

윤리학개론 윤리학개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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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사회교육과
일반사회

(7과목 21학점 이상)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육론(3)
정치와사회 정치와사회(3)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3)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3)
법과사회 법과사회(3)
문화와사회 문화와사회(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인간과행정 인간과행정(3)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시민교육과사회윤리(3)

역사교육과
역사

(‘비고’란 참조)

(1)역사교육론 (1)역사교육론(3)

(1)~(2)분야 : 

필수

(3)~(9)분야 

: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역사학개론 (2)역사학개론(3)

(2)사료강독

(3)한국사사료읽기Ⅰ(3)
   한국사사료읽기Ⅱ(3)

(4)동양사사료읽기Ⅰ(3)
   동양사사료읽기Ⅱ(3)

(5)서양사사료읽기Ⅰ(3)
   서양사사료읽기Ⅱ(3)

(3)한국사회경제사 (6)한국사회경제사(3)
(3)한국사상․문화사 (6)한국사상․문화사(3)
(4)한국고대사 (7)한국고대사(3)
(4)한국중세사 (7)한국중세사(3)
(4)한국근세사 (7)한국근세사(3)
(4)한국근대사 (7)한국근대사(3)
(5)동아시아 고대사 (8)동아시아 고대사(3)
(5)동아시아 중세사 (8)동아시아 중세사(3)
(5)동아시아 근대사 (8)동아시아 근대사(3) 
(5)서양고대사 (8)서양고대사(3)
(5)서양중세사 (8)서양중세사(3)
(5)서양근대사 (8)서양근대사(3) 
(6)한국현대사 (9)한국현대사(3) 
(6)동아시아현대사 (9)동아시아현대사(3) 
(6)서양현대사 (9)서양현대사(3) 

지리교육과
지리

(7과목 21학점 이상)

지리교육론 지리교육론(3)
자연지리학 자연지리학(3)
인문지리학 인문지리학(3)
도시지리학 도시지리학(3)
경제지리학 경제지리학(3)
문화지리학 문화역사지리학(3)
지형학 지형학(3)
기후학 기후학(3)
환경지리학 환경지리학(3)
한국지리 한국지리(3)
지도학 지도학(3)
인구지리학 인구지리학(3)
촌락지리학 촌락지리학(3)

공통사회
공통사회

(‘비고’란 참조)

공통사회교육론 (1)공통사회교육론(3)

(1)분야 1과목

(2)~(4)각3과목

(주전공 제외)

정치와사회 (2)정치와사회(3)
경제와사회 (2)경제와사회(3)
인간과사회 (2)인간과사회(3)
법과사회 (2)법과사회(3)
한국사개론 (3)한국사입문(3)
동양사개론 (3)동양사입문(3)
서양사개론 (3)서양사입문(3)
자연지리학 (4)자연지리학(3)
인문지리학 (4)인문지리학(3)
지도학 (4)지도학(3)
한국지리 (4)한국지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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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수학교육과
수학

(7과목 21학점 이상)

수학교육론 수학교육론(3)
해석학 실해석학Ⅰ(3)
선형대수 선형대수학(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Ⅰ(3)
기하학일반 기하학(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정수론 정수론(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Ⅰ(3)
위상수학 위상수학Ⅰ(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3)

생물교육과
생물

(9과목 27학점 이상)

생명과학교육론 생명과학교육론(3)
발생학 발생학(3)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3)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3)
유전학 유전학(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식물분류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3)
미생물학 미생물학(3)

체육교육과
체육

(9과목 21학점 이상)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3)
건강교육 건강교육(3)

운동실기
수영지도법Ⅰ(1)
육상지도법Ⅰ(1)
체조지도법Ⅰ(1)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3)
운동역학 운동역학(3)
체육사.철학 체육사.철학(3)
운동학습및심리 스포츠심리학(3)(체육심리학)

컴퓨터교육과

정보․컴퓨터

(8과목 24학점 이상)

 

컴퓨터교육론 정보.컴퓨터교육론(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시스템(3)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운영체제 운영체제(3)

데이터구조 자료구조론(3)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론(3)

컴퓨터프로그래밍 전산학개론및프로그래밍Ⅰ(3)

음악교육과
음악

(17과목 25학점 이상)

국악개론 국악개론Ⅱ(2)
국악사 국악사Ⅰ(2)
국악실기 국악실기Ⅰ(1)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Ⅱ(2)

시창.청음 시창.청음Ⅲ(1)
시창.청음Ⅳ(1)

음악교수법 음악교수학습방법(2)(음악교수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분석및형식론Ⅰ(2)

장구지도법 장구반주법Ⅰ(1)

전공실기

전공실기Ⅰ(1)
전공실기Ⅱ(1)
전공실기Ⅲ(1)
전공실기Ⅳ(1)

피아노반주법 피아노반주법Ⅲ(1)
피아노반주법Ⅳ(1)

화성학 화성학Ⅰ(2)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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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독어독문학과
독일어

(7과목 21학점 이상)

독일어교육론 독일어교육론(3)
독일어강독 독일동화읽기(3)
독일어학개론 독어학개론(3)
독일어어문법 독일어문법연습(3)
독일어회화 일상독일어Ⅰ(3)
독일문학사 독일문학의흐름(3)
독일어권문화 유럽역사와문화(3)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7과목 21학점 이상)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육론(3)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개론(3)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사(3)(중국고전문학개론) 2013년부터 변경

한문강독 한문강독(3)
중국어문법 중국어문법(3)
중국어작문 중국어작문(3)
중국어회화 고급중국어Ⅰ(3)

무역학과
상업정보

(8과목 24학점 이상)

무역학개론 무역학개론(3)
무역실무 무역실무(3)
무역영어 무역영어(3)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3)
회계원리 회계원리(3)
마케팅관리론 마케팅관리론(3)
경영정보론 무역정보관리(3)
상업정보교육론 상업정보교육론(3)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7과목 21학점 이상)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통신(3)
운영체제 운영체제(3)
데이터구조 데이터구조(3)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컴퓨터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Ⅰ(3)

식품영양학과 (9과목 27학점 이상)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상담실습(3)
영양학 기초영양학(3)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관리및실습(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3)
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습(3)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3)(식사요법및실습)
식품학 식품학(3)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3)

호텔외식조리학과
조리

(9과목 24학점 이상 )

조리교육론 조리교육론(3)
조리과학 조리학(3)(조리과학)
한국조리 한국조리실습Ⅰ(2)(동양조리실습Ⅰ)
외국조리 서양조리실습Ⅰ(2)(서양조리실습) 2015년부터 변경

제과․제빵 제과제빵실습(2)

식품가공 식품가공학및실습(2)
(식품가공학및실험,식품가공저장학 )

2015년부터 변경

단체급식 단체급식관리(3)
영양학 영양학(3)

식품위생 식품위생및법규(3)(외식위생및법규) 2013년부터 변경

식품구매 식품구매및원가관리(3)(식품구매관리) 2013년부터 변경

식사요법 식사요법(2) 2015년부터 폐지

외식경영및관리학 외식사업창업론(3)

환경공학과
환경

(7과목 21학점 이상)

토양오염론 고형폐기물처리및실험Ⅰ(3)
환경교육론 환경교육론(3)
생물환경론 환경미생물학및실험(3)

개설:지리환경지리학 환경지리학(3)
지구환경론 환경생태학(3)
대기오염론 대기환경론(3)
수질오염론 용폐수처리공학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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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정 기본이수 과목 이외에 법령과 명칭이 동일한 과목은 선택 기본이수과목으로 운영함.

학과명
표시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분야(고시) 기본이수과목 비  고

의류학과

의상

(8과목 23학점 이상)

의류교육론 의상교육론(3)
복식디자인 어패럴디자인(2)
의복구성학 의류봉제Ⅱ(3)(의복구성원리)
섬유재료학 의류소재론(3)
의복위생학 의류제품관리(3)
복식사회심리학 복식사회심리(3)
한국복식사 한국복식연구(3)
서양복식사 서양복식문화사(3)

의상

(8과목 23학점 이상)

의류교육론 의상교육론(3)

*2014학년도 입

학자부터

복식디자인 어패럴디자인(2)
의복구성학 산업패턴설계Ⅰ(3)(의복구성학)
섬유재료학 의류소재론(3)
의복위생학 의류제품관리(3)
복식사회심리학 복식사회심리(3)
한국복식사 한국복식연구(3)
서양복식사 서양복식문화사(3)

디자인학과
디자인․공예

(7과목 21학점 이상)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교육론(3)

기초소묘 드로잉(3)(기초드로잉Ⅰ) 2013년부터 변경

기초조형 평면조형(2)

색채학 색채학(2)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Ⅰ(2)
그래픽디자인 그래픽디자인Ⅱ(2)
영상디자인 모션그래픽스(2)

공업디자인
산업디자인프로그램(2)(공업디자인Ⅰ) 2015년부터 변경

BIT융합제품디자인(3)(공업디자인Ⅲ) 2015년부터 변경

제품디자인 용기디자인(2)(공공시설제품디자인) 2015년부터 변경

실내디자인
상업공간인테리어디자인(2)

(실내디자인)
2015년부터 변경

웹디자인 웹디자인스튜디오(2)

미술학과
미술

(9과목 23학점 이상)

미술교육론 미술교육론(3)

현대미술론
현대미술론(3)

(현대미술론및예술경영)

소묘
기초드로잉(2)
(드로잉, 기초드로잉Ⅰ,기초드로잉Ⅱ)

2015년부터 변경

개설:뷰티학과

색채학 색채학(2)

서양화 회화Ⅰ(2)

디자인 디자인제도(2)(디자인)
개설:융합디자인

학과

미술사

한국미술사(3)

동양미술사(3)

서양미술사(3)

음악학과
음악

(11과목 24학점 이상)

전공실기
전공실기Ⅰ(2) 

전공실기Ⅱ(2)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국악실기
국악실기Ⅰ(1)

국악실기Ⅱ(1)
시창․청음 시창․청음Ⅰ(2)

국악개론
국악개론Ⅰ(2)

국악개론Ⅱ(2)

국악사
한국음악사Ⅰ(2)

한국음악사Ⅱ(2)

화성법 화성학Ⅰ(3)
장구반주법 국악반주법Ⅰ(2)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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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교직 교과목표

1. 교직 교과목표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및 재입학자)

영역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비    고

교직이론 직선 100101  교육학개론 2 2

* 6과목 이상 이수(12학점 이상)

직선 100102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직선 100122  교육과정 2 2

직선 100123  교육평가 2 2

직선 100114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직선 100115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직선 100120  교육심리 2 2

직선 100121  교육사회 2 2

직선 100118  생활지도및상담 2 2

교직소양

직필 100129  특수교육학개론 2 2  

직필 100126  교직실무 2 2

직필 10013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2
2017년변경(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015년 변경(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교육실습
직필 100127  학교현장실습 2 4주

 
직필 100128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 재입학자는 재입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함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및 재입학자)

영역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비    고

교직이론 직선 100101  교육학개론 2 2

* 7과목 이상 이수(14학점 이상)

직선 100102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직선 100122  교육과정 2 2

직선 100123  교육평가 2 2

직선 100114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직선 100115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직선 100120  교육심리 2 2

직선 100121  교육사회 2 2

직선 100118  생활지도및상담 2 2

교직소양
직필 100129  특수교육학개론 2 2

직필 100126  교직실무 2 2

교육실습
직필 100127  학교현장실습 2 4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실습이 학교현장실습으로 대치 직필 100128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 재입학자는 재입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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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이론 대체 교과목표

   교육학과의 교직과목 이수는 다음에 고시한 교직대체과목을 전공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

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14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이론(교과목명) 교육학과 비  고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교직이론 이수기준 
적용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교육사회 교육사회학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행정학 

교육과정 교육과정론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생활지도및상담
학교상담론
(생활지도의이해, 생활지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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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대학 교육과정의 사범대학, 일반대학(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육대학원(양

성과정)의 교직이수 예정자의 교육봉사 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과목개설 및 학점

 ❍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을 매 학기에 개설 운영한다.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과 목 명 학점 실습이수 시간

교직필수 100128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3. 이수 대상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4. 이수 시기

 ❍ 교육봉사활동은 재학 중 상시 시행하고, 학점인정(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수강신청을 한다.

 ❍ 단, 수강신청 후 해당 학기 성적 입력 마감기간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시 

성적은 FAIL처리 된다.

5. 이수절차 및 행정사항

학 생

교육봉사활동 전

⇨

교육봉사활동 중

⇨

교육봉사활동 후

① 사범대학 교직부

에 실습기관 적합 

여부 확인

② 교육봉사활동 실

습 희망기관에 신

청(지정 계획서) 

및 허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 1일 8시간 이내 >

▸수강신청 및 교육봉

사활동확인서 제출, 

이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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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교직부

학기 전

⇨

학기 중

⇨

학기 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승인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확인

▸행정지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학생 지원)

▸확인서 검토 및 학점 부여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보관

6.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

영리기관,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등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시도교육청에 확인하고 실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대상기관 선정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인정)기관은 학생이 자유롭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봉사활동 시간 및 내용은 해당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교육봉사 기관이 다수일 경우 계획서와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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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봉사활동내용

전  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적인 방법

    - 교육과정 지원(특기적성활동, 특별활동, 수업보조, 자료제작 등).

    - 학교행사 지원(운동회, 축제, 창의체험활동 지도 등).

    - 특별실 지도(독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등).

    - 자유학기제 활동

    - 기타 교육관련 지원(고사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부진아 학습지도, 

      동아리활동지도, 방송시청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 지도, 초등돌봄교실) 등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 “일정 급여”란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교육봉사)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한다.

[ 단, 교육봉사 활동에 수반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비는 급여로 보지 않는다 ]  

 8. 평가방법

❍ 평가는 이수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P/F로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 봉사활동시간을 충족하였더라도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허위 사실

이 발견되면 학점 취소(불인정) 및 봉사활동시간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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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봉사자
기재

신청자
인적
사항

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Mobile)

Home)

기관
담당자
기재

봉사
기관

봉사기관명 영리구분 □ 영리  □ 비영리

사업자등록번호

운영주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공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반학교
□대안학교 □사설교육기관 □기타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설립년도

주  소 전화번호

봉사
수행
기관

주요 

봉사내용

봉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사활동

계획

기관담당자 

확인
성명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계획에 동의합니다.

기관장 : (직인)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시행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서원대학교 총장 귀하

심사결과

(사범대학 교직부 작성)
가( ) 부( ) 확인란

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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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대 학 명 학과(전공) 학 년 학 번 성 명

봉사활동 기관 봉사활동 기간

20 . . ∼ 20 . . (총   일   시간)

봉사대상 학생
□ 유치원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해당사항 체크(√)※해당사항 체크(√)

봉사활동 내용 

□ 학습지도 □ 수업보조

□ 학생행사 지도 □ 학생생활 지도

□ 특별실 지도 □ 학생상담 지도

□ 고사감독 □ 동아리활동 지도

□ 기타( )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인)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인)

기관장 (직인)

서원대학교 총장 귀하



- 70 -

Ⅸ. 편입학생 학점이수 안내

1.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

 가.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학적변동(휴.복학, 재입학 등) 없이 학년을 올라온 동일학번과 같이 이수한다. 

    (Ⅱ. 교과과정 이수 2. 입학년도별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 참조)

    예) 2014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 2012학번(2012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적용)

 나. 교직과목은 사범계 학과로 편입한 경우 학번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의 학점은 교양으로 33(35)학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하며, 교양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2. 전공필수과목 이수

 가. 해당학과 교과과정에 필수로 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수가 선택으로 변경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학년이라도 재학생과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다를 수 있으며, 편입생

이라도 입학년도 및 학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나. 사범대학의 경우는 ‘Ⅲ. 교과과정 적용 원칙'에 따라 이수한다.

    예) 2004학년도 국어교육과 편입학자 -> 2004학년도 국어교육과 교과과정에 있는 전공필수과목 모두 이수

        즉, 편입학 할 당시 해당학과 교과과정표에 있는 1,2학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년에 따라 이수한다.

 다. 전공필수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부에 편입학 한 경우 공통필수과목 중 해당 학과 관련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예) 법학과 편입생의 경우 법정학부의 공통필수과목 중 법학과 과목만 이수

3.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

    사범대학에 편입학 자는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학과목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3> 기본이수과목표, <별표 4> 교직과목표, <별표 2> 사범대학 학과별 교과교육학 교과목표 참조)

 가. 교직과목: 교과과정으로 정한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본이수과목: 교육부에서 고시한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교과교육학과목: 단수 및 부전공자의 경우 교과교육학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반드시 11학점 이상,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는 교과교육학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반드시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라. 선수과목 : 학과에서 지정한 후수과목의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4. '편입학생 학점인정 내역표' 에 인정된 과목 중복이수 금지 등

 가. 국어교육과에 편입학하여 '현대문학사'와 '현대시론'을 인정받았을 경우 이 과목을 우리 대학에서 다

시 이수할 수 없다.(전산 프로그램으로 중복과목이 체크되지 않으므로 졸업사정 시 삭제되어 학점 부

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편입학 당시에 인정받은 일반선택 과목(학점) 중 복수(연계)전공, 부전공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부를 복수(연계)전공,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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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육과정 안내

Ⅰ. 평생교육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신청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년 말 소정기간에 이수신  

 청서를 제출하고 이수허가를 받은 후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 학점 

적용시기 이 수 학 점 성 적 기 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필수과목 15학점(5과목) 포함 총 30학점 이상 이수(2급)

° 필수과목 15학점(5과목) 포함 총 21학점 이상 이수(3급)

° 4주(최소 20일 이상, 160시간 이수)의 현장실습을 이수

  <평생교육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

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을 모두 이수한 자가 실습 가능>

°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

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평생교육과정(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4. 평생교육사자격증트랙 교과목표

구분 교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주관학과 비고(수강제한)

필수
(15학점)

511091 평생교육 3 2 교육 평생교육과정 이수신청자

008399 평생교육방법론 3 1 교육

00863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1 교육

008401 평생교육경영론 3 1 교육

943021  평생교육실습: 4주 이상 3 2 교육 필수 4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선택 1
(1과목 이상)

943024 노인교육론 3 2 사회복지

008388 성인학습및상담 3 2 교육

선택 2
(1과목 이상)

511038 교육사회학 3 2 교육 평생교육과정 이수신청자

511040 교육공학 3 1 교육 평생교육과정 이수신청자

008403 인적자원개발론 3 1 무역

511082 원격교육론 3 1 교육 평생교육과정 이수신청자

511067 기업교육론 3 1 교육 평생교육과정 이수신청자

* 일부 과목의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2016학년도부터 교육학과 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과목 개설함

※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안내

- 수강신청 대상자: 평생교육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  

  생교육경영론)을 모두 이수한 자

- 과목 운영: 수강신청→사전교육(4주)→평생교육기관 실습 4주(최소 20일 이상, 160시간 이  

  수)→실습평가회(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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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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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과과정

§ 미래지향적이고 융ㆍ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창의력과 판단력의 제고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실천

§ 인간과 사회 및 자연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도모

§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소양과 능력의 함양

▢ 대학 핵심역량

인성역량
(3H-Wing)

§ 의사소통역량
§ 리더십역량
§ 자기관리역량

실용역량
(3P-Wing)

§ 글로컬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현장실무역량

1. 교양 교과과정 이수 체계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과목명 졸업학점 교양필수 지정필수 교양선택
교양 

최소이수학점
비 고

사범대학 140 15 6 4 이상 25

글로벌경영대학 130 15 6 19 이상 40

BIT융합대학 130 15 6 19 이상 40

휴먼서비스대학 130 15 6 19 이상 40

미래대학 120 7 6 17 이상 30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2. 교양필수 이수 체계 

구분 영역 교과목명 학점 교양 이수학점 비고

필수

이수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1 1 1

사고와표현I-글쓰기 2 2 2

사고와표현II-말하기 2 2 2

드림프로젝트 2 2 2

영어회화Ⅰ 2 2 2

SU진로코칭1~3 3 3 3

SU인성코칭1~3 3 3 3

기초학업 학과(대학)지정 2과목 6 6 6

합계 21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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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필수

구

분
대영역 소영역 교과목 이수학점

교

양

필

수

중점

교양
인성, 기본 소양 배양

드림프로젝트(1학

기)
2

9사회봉사 1
SU인성코칭1-3 3
SU진로코칭1-3 3

기초

학업

(공통)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사고와표현1 2

6사고와표현2 2

외국어 영어회화1 2 

기초

학업

(계열)

*졸업

학위 

기준

인문·사회과학

▪ 문학사 : 국제학부(영어), 국제학부(중

국어),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

과, 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 경영학사 : 경영학부(경영학,회계학,경

영정보학,무역학,금융보험학), 광고홍보학

과, 항공서비스학과, 비전학부(경영학)

▪ 행정학사 : 경찰행정학과

▪ 사회복지학사 : 사회복지학부, 비전학부(사

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문학의이해, 언어

의이해, 인간과사

회, 글로벌문화의

이해, 통계와분석, 

비판적사고(6)

자기 

계열의

교과목1

과목

(3학점) 

이수

 +

타 

계열의 

교과목1

과목

(3학점) 

이수

6
자연과학

▪ 이학사 : 식품영양학과, 임상건강운동학

과, 호텔외식조리학부, 패션의류학과, 수학

교육과, 생물교육과

▪ 공학사 : 제약식품공학부(제약공학, 식품

공학), 바이오코스메틱학과, 환경공학과, 컴

퓨터공학과, 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정보보안학과, 건축학과

일반수학, 일반물

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과학

기술의이해, 데이

터기반사고(6)

예체능

▪ 미술학사 : 뷰티학과, 융합디자인학과

▪ 예술학사 : 음악과

▪ 음악학사 : 음악교육과

▪ 체육학사 : 레저스포츠학과, 체육교육과

예술의이해, 현대

사회와문화, 창의

적사고(3)

교

양

선

택

균형

교양

문학·예술·문화

한국문학,외국문

학,언어학,문화,영

화,예술

4개 

영역 

에서 

영역별 

1과목 

이상 

수강

19
역사와철학

역사학,철학,종교

학,윤리,문명

정치·경제·사회

정치,경제,사회,심

리,교육,사회복지,

법,지역(지리)

과학과기술 수학,물리학,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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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지구과학,

공학,통계,컴퓨터

실용실천

진로 및 자기계

발, 글로벌교양(외

국어), 스포츠, 취

창업 등
교양 이수 총 학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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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B> 학과별 이수제한 교양교과목표

학    과 이수제한 교양과목

국어교육과(복수전공자 포함) 문학의이해, 현대소설의이해와감상, 현대시의이해와감상

교육학과 인간심리의이해, 교육의이해

유아교육과 부모와자녀

윤리교육과 철학의이해

사회교육과 문화인류학의이해

역사교육과

서양문화의이해

역사교육과 부전공자 및 복수전공자

 <신청및허가 이후부터 이수불가>

공통사회 복수·연계전공자

 <허가 이후부터 이수불가>

수학교육과 대학수학 

생물교육과 일반생물학, 인체의이해, 생명의신비

체육교육과 스포츠와건강, 여가와레크리에이션

한국어문학과 현대소설의이해와감상, 현대시의이해와감상

행정학과 북한과통일문제, 정치학개론, 국제관계의이해, 행정학개론

경영학과 경영학의이해, 창업성공전략

경영정보학과 전자상거래의이해, 창업성공전략

경제학과 창업성공전략

무역학과 경영학의이해, 창업성공전략

금융보험학과 보험과자산관리

환경공학과 환경의이해

임상건강운동학과 생활속의영양학, 스포츠와건강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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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C> 선수과목지정표

후 수 교 과 목 선 수 교 과 목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502045 영어과지도법 502036 영어교육론

602089 시사생활영어 602086 대학생활영어

627096 헌법각론 627097 헌법총론

627099 경찰학각론 627098 경찰학총론

627103 형법총론연습 627102 형법총론

627105 형사소송법각론 627104 형사소송법총론

628054 조직관리론 628052 조직구조론

628055 정책분석과평가 628063 정책학

725084 사회복지자료분석론 725029 사회복지조사론

734040 수상레저스포츠1
734003 수영1

734018 수영2

734057 수상레저스포츠2
734003 수영1

734018 수영2

734109 해양스포츠
734003 수영1

734018 수영2

773015 유기화학2 773009 유기화학1

773112 생화학2 773097 생화학1

943056 학습전략과학습기법2 943055 학습전략과학습기법1

*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시에도 선수과목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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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D> 타 학과(전공) 전공선택 인정교과목표

학과명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과명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국어교육과
601015 문예사조사 호텔외식조리

학부

　

　

　

　

　

　

　

　

　

　

　

771226 공정설정

601038 문학과연극영화 771227 샘플시험검사

영어교육과

　

　

602018 영미문학비평 771228 식품품질관리위생관리

602028 세익스피어 931075 직업기초능력

602053 실용영어문법 931500 ＩＰＰ１－１

교육학과 944025 원격교육론 931501 ＩＰＰ１－２

유아교육과 511047 교육통계 931502 ＩＰＰ１－３

사회교육과

　

　

　

525001 인간과사회 931503 ＩＰＰ１－４

525004 경제와사회 931504 ＩＰＰ１－５

527046 공통사회교육론 931505 ＩＰＰ１－６

528046 공통사회교육론 931506 ＩＰＰ１－７

역사교육과

　

　

　

525010 한국사입문 931507 ＩＰＰ１－８

526046 현대사회와국제정치 바이오코스메

틱학과

　

　

　

　

　

　

　

　

　

810048 뷰티코디네이션

526048 공통사회교육론 931075 직업기초능력

528046 공통사회교육론 931500 ＩＰＰ１－１

지리교육과

　

　

　

525009 인문지리학 931501 ＩＰＰ１－２

525011 자연지리학 931502 ＩＰＰ１－３

526048 공통사회교육론 931503 ＩＰＰ１－４

527046 공통사회교육론 931504 ＩＰＰ１－５

생물교육과

　

760071 약리학 931505 ＩＰＰ１－６

760110 면역학 931506 ＩＰＰ１－７

컴퓨터교육과

　

　

　

　

　

　

　

　

　

　

　

　

　

　

　

　

　

　

　

　

　

　

　

　

　

736006 논리회로 931507 ＩＰＰ１－８

736008 이산수학 건축학과

　

　

　

　

　

　

　

　

795044 건축비평론

736012 운영체제 931500 ＩＰＰ１－１

736013 객체지향프로그래밍 931501 ＩＰＰ１－２

736014 소프트웨어공학 931502 ＩＰＰ１－３

736015 자바프로그래밍 931503 ＩＰＰ１－４

736021 네트워크프로그래밍 931504 ＩＰＰ１－５

736024 웹프로그래밍 931505 ＩＰＰ１－６

736026 정보보안 931506 ＩＰＰ１－７

736028 서버시스템관리 931507 ＩＰＰ１－８

736036 컴파일러 음악학과

　

　

　

　

　

　

　

　

　

　

　

　

　

　

　

　

　

581005 음악이론Ｉ

736038 프로그래밍언어론 581011 음악이론ＩＩ

736040 데이터구조 581013 음악교육론

736048 인공지능 581014 서양음악사Ｉ

737006 논리회로 581022 서양음악사ＩＩ

737013 운영체제 581026 특수음악교육

737018 데이터베이스시스템 581044 창작및작곡교육

737026 컴퓨터네트워크 581056 화성학Ⅰ

737036 네트워크프로그래밍 581057 화성학Ⅱ

737039 인공지능 581062 음악논리및논술

738002 멀티미디어개론 581063 시창．청음Ⅲ

738007 웹프로그래밍Ｉ 581086 시창．청음Ⅱ

738017 데이터베이스시스템 581088 음악교재연구및지도법

738028 멀티미디어제작Ｉ 581089 화성학Ⅲ

738044 웹프로그래밍Ⅱ 581090 시창．청음Ⅰ

740005 정보통신윤리 581093 국악실기Ⅰ

한국어문학과 501064 한문강독 581095 국악사Ⅰ

　

　

501072 청소년문학론 581099 화성학Ⅳ

643002 영화의이해 581101 국악실기Ⅱ

643011 한국연극사 581102 국악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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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27 작가연구 　

　

　

　

　

　

　

　

　

　

　

　

　

　

　

　

　

　

　

　

　

　

　

　

　

　

　

　

　

　

581112 음악교재및연구법

643041 연극의이해 581113 연주와비평Ⅰ

931500 ＩＰＰ１－１ 581114 연주와비평Ⅱ

931501 ＩＰＰ１－２ 581119 음악과직업

931502 ＩＰＰ１－３ 581125 장구반주법ㅣㅣ

931503 ＩＰＰ１－４ 581126 국악가창지도법ㅣ

931504 ＩＰＰ１－５ 581127 장구반주법ㅣ

931505 ＩＰＰ１－６ 581128 국악가창지도법ㅣㅣ

931506 ＩＰＰ１－７ 581129 서양음악사Ⅲ

931507 ＩＰＰ１－８ 581130 서양음악사Ⅳ

국제학부（영

어）

　

　

　

　

　

　

　

931500 ＩＰＰ１－１ 581141 음악감상및비평지도법

931501 ＩＰＰ１－２ 581142 음악분석및형식론ｌ

931502 ＩＰＰ１－３ 581143 가창지도법Ⅰ

931503 ＩＰＰ１－４ 581144 가창지도법Ⅱ

931504 ＩＰＰ１－５ 805003 기초음악이론

931505 ＩＰＰ１－６ 805004 시창청음１

931506 ＩＰＰ１－７ 805005 클래스피아노１

931507 ＩＰＰ１－８ 805006 실용음악사１

국제학부（중

국어）

　

　

　

　

　

　

　

931500 ＩＰＰ１－１ 805009 기초화성학

931501 ＩＰＰ１－２ 805010 시창청음２

931502 ＩＰＰ１－３ 805011 클래스피아노２

931503 ＩＰＰ１－４ 805012 실용음악사２

931504 ＩＰＰ１－５ 805015 재즈화성학１

931505 ＩＰＰ１－６ 805018 컴퓨터사보

931506 ＩＰＰ１－７ 805023 재즈화성학２

931507 ＩＰＰ１－８ 805024 가요작사법

광고홍보학과

　

　

　

　

　

　

　

　

　

　

　

　

　

　

　

　

　

　

643002 영화의이해 805058 컴퓨터음악１

643048 영상제작 805059 컴퓨터음악２

738010 웹디자인

공연영상학과

　

　

　

　

　

　

　

931500 ＩＰＰ１－１

738076 스마트미디어기획과설계 931501 ＩＰＰ１－２

738078 웹기획과설계 931502 ＩＰＰ１－３

738090
스마트미디어인터페이스디

자인
931503 ＩＰＰ１－４

738134
멀티미디어의디자인의이해

Ｉ
931504 ＩＰＰ１－５

738135 멀티미디어디자인실습Ｉ 931505 ＩＰＰ１－６

738142
멀티미디어의디자인의이해

ＩＩ
931506 ＩＰＰ１－７

738143 멀티미디어디자인실습ＩＩ 931507 ＩＰＰ１－８

931033 인간관계론 뷰티학과

　

　

　

　

　

　

　

　

　

　

　

　

773001 향장학개론

931500 ＩＰＰ１－１ 773027 화장품법규

931501 ＩＰＰ１－２ 773038 화장품제조및실험

931502 ＩＰＰ１－３ 871040 디자인방법론

931503 ＩＰＰ１－４ 871188 ＶＭＤ개론학

931504 ＩＰＰ１－５ 871189 브랜딩패키지개론

931505 ＩＰＰ１－６ 931500 ＩＰＰ１－１

931506 ＩＰＰ１－７ 931501 ＩＰＰ１－２

931507 ＩＰＰ１－８ 931502 ＩＰＰ１－３

환경공학과

　

　

　

　

528048 환경지리학 931503 ＩＰＰ１－４

931500 ＩＰＰ１－１ 931504 ＩＰＰ１－５

931501 ＩＰＰ１－２ 931505 ＩＰＰ１－６

931502 ＩＰＰ１－３ 931506 ＩＰＰ１－７

931503 ＩＰＰ１－４ 931507 ＩＰＰ１－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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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04 ＩＰＰ１－５
미술학과

　

　

　

　

　

　

　

　

　

　

　

　

　

　

　

　

　

　

　

　

　

　

　

　

　

　

　

　

　

　

　

641114 시각디자인

931505 ＩＰＰ１－６ 781088 업사이클디자인Ⅰ

931506 ＩＰＰ１－７ 781090 아이디어상품연구Ⅰ

931507 ＩＰＰ１－８ 810006 해부생리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학）

　

　

　

　

　

　

　

　

　

　

　

　

　

　

　

512108 유아교사론 810046 응용드로잉

512112 유아언어교육 810076 트렌드메이크업

512132 유아발달 810105 환타지메이크업

512138 영유아교수학습방법 810109 메디컬피부과학

717001 사회복지개론 810110 화장품학

717002 자원봉사론 810113 메디컬에스테틱

717003 복지국가론 810115 준오베이직커트

717004 노인복지론 810123 기초메이크업

931500 ＩＰＰ１－１ 810128 뷰티일러스트레이션

931501 ＩＰＰ１－２ 871001 평면조형

931502 ＩＰＰ１－３ 871002 디자인제도

931503 ＩＰＰ１－４ 871005 디자인개론

931504 ＩＰＰ１－５ 871011 색채학

931505 ＩＰＰ１－６ 871081 기초디자인테크놀로지

931506 ＩＰＰ１－７ 871157 그래픽디자인Ⅰ

931507 ＩＰＰ１－８ 871159
크리에이티브일러스트레

이션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

학）

　

　

　

　

　

　

　

　

　

　

　

　

　

　

　

　

　

　

　

　

　

627004 민법총칙 871160 그래픽디자인Ⅱ

627036 형법총론Ⅰ 871201 타입과이미지

627039 형법총론Ⅱ 871205 디자인조형

627053 형사소송법Ⅱ 871212 디자인제도학

627058 형사소송법ㅣ 871213 기초평면조형

627077 경찰학개론 871215 디자인테크놀로지

627078 헌법 871216 디자인개론학

717001 사회복지개론 871217 디자인조형학

717002 자원봉사론 871220 디자인그래픽Ｉ

717003 복지국가론 871224 기초일러스트레이션

717004 노인복지론 871225 디자인그래픽ＩＩ

891001 경영학원론 871228 타이포그래피실무

891002 회계원리 디자인학과

　

　

　

　

　

　

　

　

　

　

　

　

　

　

　

　

　

　

　

773001 향장학개론

931005 재무관리 773027 화장품법규

931500 ＩＰＰ１－１ 773038 화장품제조및실험

931501 ＩＰＰ１－２ 781046 화훼품질유지및관리학

931502 ＩＰＰ１－３ 781062
화예표현기법１－서양꽃

꽃이

931503 ＩＰＰ１－４ 781067
화예입체조형３－설치연

구

931504 ＩＰＰ１－５ 781070 현대화예디자인

931505 ＩＰＰ１－６ 781071 화훼장식론

931506 ＩＰＰ１－７ 781084 꽃꽂이와화예상품Ⅰ

931507 ＩＰＰ１－８ 781085 디지털드로잉

식품영양학과

　

　

　

　

　

　

732127 생리학 781086 꽃꽂이와화예상품Ⅱ

761011 세계식생활문화 781087 친환경설치예술

761176 조리외식경영 781088 업사이클디자인Ⅰ

761177 매장인력관리 781089 업사이클디자인Ⅱ

761178 음식서비스 781090 아이디어상품연구Ⅰ

931075 직업기초능력 781091 포트폴리오트랜드

931500 ＩＰＰ１－１ 781092 디자인현장과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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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01 ＩＰＰ１－２

　

　

　

　

　

　

　

　

　

　

　

781093 아이디어상품연구Ⅱ

931502 ＩＰＰ１－３ 810033 고객관리및마케팅

931503 ＩＰＰ１－４ 810043 기초드로잉

931504 ＩＰＰ１－５ 810048 뷰티코디네이션

931505 ＩＰＰ１－６ 810052 뷰티서비스실무

931506 ＩＰＰ１－７ 931075 직업기초능력

931507 ＩＰＰ１－８ 931500 ＩＰＰ１－１

패션의류학과

　

　

　

　

　

　

　

931500 ＩＰＰ１－１ 931501 ＩＰＰ１－２

931501 ＩＰＰ１－２ 931502 ＩＰＰ１－３

931502 ＩＰＰ１－３ 931503 ＩＰＰ１－４

931503 ＩＰＰ１－４ 931504 ＩＰＰ１－５

931504 ＩＰＰ１－５ 931505 ＩＰＰ１－６

931505 ＩＰＰ１－６ 931506 ＩＰＰ１－７

931506 ＩＰＰ１－７ 931507 ＩＰＰ１－８

931507 ＩＰＰ１－８
경영학부（경

영학）

　

　

　

936036 제３보험론

헬스케어운동

학과

　

　

　

　

　

　

　

　

　

　

　

　

　

　

　

　

　

　

721015 영양생리학 947024 인간관계론

721046 생애주기영양학 947028 거시경제와기업경영

734006 아동운동Ⅰ 947038 은퇴경영론

734015 아동체육개론 경영학부（회

계학）

　

　

　

　

　

　

　

　

　

　

　

931005 재무관리

734021 아동운동Ⅱ 931006 마케팅관리

734033 아동무용지도법 931010 생산관리

734047 아동야외활동 931011 인적자원관리

931075 직업기초능력 931500 ＩＰＰ１－１

931500 ＩＰＰ１－１ 931501 ＩＰＰ１－２

931501 ＩＰＰ１－２ 931502 ＩＰＰ１－３

931502 ＩＰＰ１－３ 931503 ＩＰＰ１－４

931503 ＩＰＰ１－４ 931504 ＩＰＰ１－５

931504 ＩＰＰ１－５ 931505 ＩＰＰ１－６

931505 ＩＰＰ１－６ 931506 ＩＰＰ１－７

931506 ＩＰＰ１－７ 931507 ＩＰＰ１－８

931507 ＩＰＰ１－８ 경영학부（경

영정보학）

　

　

　

　

　

　

　

　

　

　

　

　

　

　

　

931500 ＩＰＰ１－１

936049 차량보험안내서비스 931501 ＩＰＰ１－２

936050 합의금산출및지급 931502 ＩＰＰ１－３

936051 소송구상처리 931503 ＩＰＰ１－４

컴퓨터공학과

　

　

　

　

　

　

　

　

　

　

　

　

　

　

　

　

　

571005 논리회로 931504 ＩＰＰ１－５

571016 프로그래밍언어론 931505 ＩＰＰ１－６

571036 정보．컴퓨터교육론 931506 ＩＰＰ１－７

571037
정보．컴퓨터교재연구및지

도법
931507 ＩＰＰ１－８

571062 정보컴퓨터교육논술 935018 경매의이론과실제

571075 정보컴퓨터논리및논술 935020 재정학

571076 정보컴퓨터교재및연구법 935031 시사경제Ⅱ

737001 프로그래밍Ｉ 935036 한국경제론

737004 프로그래밍ＩＩ 935061 실용계량경제학Ⅱ

737010 자료구조 935063 경제발전론

737028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935068 경제정책론

738001 프로그래밍Ｉ 935071 창업실무특강

738004 프로그래밍ＩＩ
경영학부（무

역학）

　

　

　

604002 초급중국어Ｉ

738107 프로그래밍Ⅰ 891001 경영학원론

738108 프로그래밍Ⅱ 891002 회계원리

740002 프로그래밍Ⅰ 891003 스마트경영정보

740006 프로그래밍Ⅱ 891004 기업과국제무역

740048 컴퓨터프로그래밍ＩＩ 891005 생활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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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00 ＩＰＰ１－１ 　

　

　

　

　

　

　

　

　

　

　

　

　

　

　

　

　

　

　

　

　

　

　

　

　

　

　

　

　

　

　

　

　

931001 경영학원론

931501 ＩＰＰ１－２ 931002 경제학원론

931502 ＩＰＰ１－３ 931003 회계원리

931503 ＩＰＰ１－４ 931005 재무관리

931504 ＩＰＰ１－５ 931006 마케팅관리

931505 ＩＰＰ１－６ 931011 인적자원관리

931506 ＩＰＰ１－７ 931075 직업기초능력

931507 ＩＰＰ１－８ 931500 ＩＰＰ１－１

정보통신공학

과

　

　

　

　

　

　

　

　

　

　

　

　

　

　

　

　

　

　

　

　

736001 프로그래밍Ｉ 931501 ＩＰＰ１－２

736003 프로그래밍ＩＩ 931502 ＩＰＰ１－３

736006 논리회로 931503 ＩＰＰ１－４

736010 컴퓨터구조 931504 ＩＰＰ１－５

736012 운영체제 931505 ＩＰＰ１－６

736017 데이터통신 931506 ＩＰＰ１－７

737004 프로그래밍ＩＩ 931507 ＩＰＰ１－８

738001 프로그래밍Ｉ 932001 경영학원론

738004 프로그래밍ＩＩ 932002 회계원리

740075 디지털포렌식기초실무 932003 경제학원론

740076 프로그래밍언어 932017 인적자원관리

740077 정보시스템보호 932020 마케팅관리

931075 직업기초능력 933001 경영학원론

931500 ＩＰＰ１－１ 933003 경영정보시스템

931501 ＩＰＰ１－２ 933009 인적자원관리

931502 ＩＰＰ１－３ 933014 마케팅관리

931503 ＩＰＰ１－４ 933019 회계원리

931504 ＩＰＰ１－５ 935001 경제학원론Ｉ

931505 ＩＰＰ１－６ 936001 경영학원론

931506 ＩＰＰ１－７ 936002 경제학원론

931507 ＩＰＰ１－８ 936004 인적자원관리

멀티미디어학

과

　

　

　

　

　

　

　

　

　

　

　

　

　

　

　

　

　

　

　

　

　

641003 마케팅원론 936005 회계원리

641009 광고와소비자행동 937026 경영정보시스템

641040 광고캠페인 경영학부（금

융보험학）

　

　

　

　

　

　

931500 ＩＰＰ１－１

641101 온라인영상디자인 931501 ＩＰＰ１－２

641103 소셜미디어광고·ＰＲ전략 931502 ＩＰＰ１－３

641112 광고기획론 931503 ＩＰＰ１－４

641113 카피라이팅 931504 ＩＰＰ１－５

641115 카피라이팅과창업 931505 ＩＰＰ１－６

641118 인쇄매체광고 931506 ＩＰＰ１－７

641119 광고프리젠테이션
비전학부（경

영학）

　

　

　

　

　

　

　

　

　

　

931004 경영통계

641121 인쇄매체광고와창업 931005 재무관리

641122 광고와마케팅조사 931006 마케팅관리

736001 프로그래밍Ｉ 931007 조직행동론

736003 프로그래밍ＩＩ 931010 생산관리

736007 ＵＮＩＸ시스템실습 931011 인적자원관리

736011 데이터베이스시스템 931014 관리경제학

736016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응용 931016 투자론

736018 윈도우즈프로그래밍 931017 품질경영

736021 네트워크프로그래밍 931019 노사관계론

736028 서버시스템관리 931021 소비자행동

736041 데이터베이스 931023 재무분석

737004 프로그래밍ＩＩ 931029 증권시장론

871005 디자인개론 931031 조직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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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81 기초디자인테크놀로지 　

　

　

　

　

　

　

　

　

　

　

　

　

　

　

　

931033 인간관계론

871157 그래픽디자인Ⅰ 931034 전략경영

871160 그래픽디자인Ⅱ 931035 마케팅기획실무

871205 디자인조형 931044 경영과학

931500 ＩＰＰ１－１ 931050 유통물류관리실무

931501 ＩＰＰ１－２ 931053 서비스마케팅실무

931502 ＩＰＰ１－３ 931054 마케팅조사실무

931503 ＩＰＰ１－４ 931066 국제금융

931504 ＩＰＰ１－５ 931067 경영의사결정

931505 ＩＰＰ１－６ 931068 파생금융상품론

931506 ＩＰＰ１－７ 931069 구매자재관리

931507 ＩＰＰ１－８ 931071 금융시장론

정보보안학과

　

　

　

　

　

　

　

　

　

　

　

　

　

　

736001 프로그래밍Ｉ 94801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736003 프로그래밍ＩＩ
비전학부（사

회복지학）

　

　

　

947008 창업과경영

737001 프로그래밍Ｉ 947032 광고론

737004 프로그래밍ＩＩ 947044 산업조직심리학

738107 프로그래밍Ⅰ 949023 아동권리와복지

738108 프로그래밍Ⅱ 비전학부（영

유아보육학）

　

　

　

　

　

　

　

　

　

　

　

　

　

　

　

　

　

　

　

　

512102 아동문학

931075 직업기초능력 512137 아동생활지도

931500 ＩＰＰ１－１ 512145 유아안전교육

931501 ＩＰＰ１－２ 948001 자원봉사론

931502 ＩＰＰ１－３ 94800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931503 ＩＰＰ１－４ 948004 노인복지론

931504 ＩＰＰ１－５ 948006 사회복지조사론

931505 ＩＰＰ１－６ 948007 사회복지윤리와철학

931506 ＩＰＰ１－７ 948009 사회복지정책론

931507 ＩＰＰ１－８ 94801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제약식품공학

부（제약공

학）

　

　

　

　

　

　

　

931500 ＩＰＰ１－１ 948013 사회복지실천론

931501 ＩＰＰ１－２ 948017 사회복지행정론

931502 ＩＰＰ１－３ 948018 사회복지현장실습

931503 ＩＰＰ１－４ 948019 사회복지실천기술론

931504 ＩＰＰ１－５ 948021 사회복지법제론

931505 ＩＰＰ１－６ 948022 학교사회복지론

931506 ＩＰＰ１－７ 948028 사회복지개론

931507 ＩＰＰ１－８ 948031 사회문제론

제약식품공학

부（식품공

학）

　

　

　

　

　

　

　

　

　

　

　

773114 화장품상품기획 948032 장애인복지론

773115 화장품시제품제조 948033 청소년이해론

773116 화장품제조공정관리 948036 지역사회복지론

931075 직업기초능력

※ 타학과 전공인정 교과목은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이 변경됨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학사지원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931500 ＩＰＰ１－１

931501 ＩＰＰ１－２

931502 ＩＰＰ１－３

931503 ＩＰＰ１－４

931504 ＩＰＰ１－５

931505 ＩＰＰ１－６

931506 ＩＰＰ１－７

931507 ＩＰＰ１－８


